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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보고서 개요
휠라홀딩스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 및 비재무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두 번째 통합보고서이자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휠라홀딩스는 매년 주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 통합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과 및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보고 원칙
본 보고서는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부합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보고 범위
보고 범위는 휠라홀딩스 및 자회사(이하 ‘휠라(FILA)’라 한다)들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휠라(FILA)는 자체적으로 
법인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여 휠라홀딩스 및 주요 다섯 개 법인의 2021년도 주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과 
성과 데이터를 산정하였습니다. 주요 법인은 FILA Korea Ltd.(이하 ‘휠라코리아’), FILA USA Inc.(이하 ‘휠라 	
미국’), FILA Luxembourg S.a.r.l.(이하 ‘휠라 룩셈부르크’), FILA Sport(Hong Kong) Ltd. (이하 ‘휠라 스포트
(홍콩)’) 및 Montebelluna Ltd.(이하 ‘몬테벨루나’)입니다.

보고 기간 
2021년 1월~2021년 12월 (일부 2022년 1분기 활동 포함)

보고 검증
본 보고서는 내용, 데이터 및 보고 기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검증 기관인 DNV로부터 	
검증받았습니다. 검증에 관한 사항과 검증의견은 p1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문의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전략기획팀
Tel: +82 (0)2 1577 3472
E-mail: sustainability@fila.com

COVER STORY
휠라의 F박스 로고를 입체화하여 ESG 핵심 
키워드와 110주년 브랜드 스토리를 휠라의 
코어 스포츠와 함께 표현하였습니다. 

* ESG 핵심키워드
   Actions for the Planet
   Creating Social Impact
   Sound Governance

illustrator_ Jiyeo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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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급망 투명성 확보(Supply Chain Transparency) ⑤책임경영 
구축(Business Commitment)의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경영 및 생산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될 것입니다. 그룹 내 주요 계열사 
및 협력사에 위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휠라의 ‘WINNING TOGETHER’ 비전이 모든 경영‧	
생산‧유통 가치사슬에 녹아 들어 사회적 가치와 경영성과를 동시 	
성장시키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SG 중심의 경영 활동으로 친환경 상품개발을 통해 지속가능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
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전략으로 ‘물, 다양성, 
어린이’라는 구체적인 테마를 설정하여 글로벌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급망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인권 및 보건‧안전 분야에서 공정하고 상세한 평가로 	
건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휠라 그룹 최고 의사결정 주체인 이사회에서부터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실천할 것이며, 모든 휠라 임직원들이 그들의 개인적 배경을 
떠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휠라 임직원분들과 모든 이해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essage from the Chairman CEO’s Letter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휠라(FILA)는 ‘COVID-19’의 거대한 파고 속에서도 시시각각 새로운 
흐름을 읽으며 성공적인 브랜드 리뉴얼과 스포츠 패션 트렌드를 선도
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휠라는 견고히 성장해왔
으며, 건강한 자본구조와 실행력을 필두로 규모 있는 성장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함께 성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5개년 중장기 전략을 
토대로 더욱 높고 멀리 가기 위한 휠라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환경에 대한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사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YOUR FILA IMPACT’
모두가 쉽지 않았던 지난 한 해, 휠라를 향해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휠라는 2021년을 ESG 역량 강화의 시기로 삼아 ESG 통합 전략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룹 전반의 중장기 지속가능 목표인 ‘YOUR 
FILA IMPACT 2025’를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의 	
초석을 탄탄히 다져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휠라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거시적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 환경
적 가치 창출(Actions for the Planet), 사회적 가치 창출(Creating 
Social Impact),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Sound Governance)
의 세 가지 주요 골자로 구성된 ‘YOUR FILA IMPACT 2025’를 달성	
하고자 합니다. ①제품 선순환(Product Circularity) ②기후변화 	
대응(Climate Action) ③이해관계자 포용(Caring for People) 	

WINNING 
TOGETHER YOUR 

FILA 
IMPACT

당사는 ‘WINNING TOGETHER’라는 비전 아래「브랜드 가치 재정립	
(Building the Brand Tribe)」,「고객 경험 중심 비즈니스	
모델 구축(Customer Centricity)」, 그리고「지속가능경영
(Sustainability)」의 세 가지 주요 목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휠라의 5개년 중장기 전략은 기업의 성장과 성과를 뛰어넘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지향하여 지속가능한 가치를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당사의 강한 의지이자 약속입니다. 

현재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산재해 있는 모든 위협 앞에서 휠라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에너지원 삼아 또 한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휠라의 여정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이사회 의장

윤윤수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대표이사

윤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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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Highlights 

Business Highlights

계열회사 수* 64개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 60개

휠라(FILA) 라이선시 수 46개

총 발행 주식 수 60,752,222 주

Financial Highlights

매출
(연결기준)

3.8조 원

영업이익
(연결기준)

4,928억 원

국내외 주요 
법인 현황

법인명 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 휠라 미국 휠라 스포트(홍콩) 몬테벨루나 휠라 룩셈부르크

소재지 한국 한국 미국 홍콩 특별행정구 홍콩 특별행정구 룩셈부르크

주요 사업 지주회사 신발/의류/
용품/도소매

신발/의류/
용품/도소매

신발/의류/용품 
소싱

신발/의류/용품 
소싱

상표권 소유 및 
관리(Licensing)

임직원 수
(단위: 명)

68 258 367 145 56 7

북아메리카

2

17

1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20

24
아시아

최대주주
21.7%

자사주
1.1%

국내개인
13.1%

외국인
47.5%

국내기관
16.7%

상품 및 서비스
매출 비중

상품판매
98.2%

로열티수익
1.8%

주주현황
(기준일: 2021.12.31) 

그 외
25.8%

한국
35.3%

북미
39.0%

지역별 
매출 비중

* 빨강색 원형 내 수치는 지역별 계열회사 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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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Highlights 

Environment
휠라는 자원 순환과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 패션 산업에 기여하겠습니다.

제품 선순환(Product Circularity)

Governance
휠라는 모든 임직원 및 파트너사와 투명하게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윤리경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책임경영 구축(Business Commitment)

Social
보다 높고 견고한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여 구성원 및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해관계자 포용(Caring for People)

휠라의 순환적 가치사슬을 고려한 

제품 순환 체계(친환경 소재, 
유해물질 관리, 제품 생산, 
포장재 전환, 폐기물 감축) 
구축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 및 
인권선언문 제정 및 
협력사 대상 배포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공시

임직원 대상 리더십, 직무역량, 자기계발, 
ESG 교육, 개인별 코칭 등 

인재개발 프로그램 
진행

휠라 그룹 주요 법인 

기후변화 관리 시스템 체계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 선언 및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정보 공시

지속가능 의류, 용품, 

언더웨어 제품 2021년 최초 런칭

지속가능 신발 제품 2020년 대비 

2021년 생산량 9배 증가

1차 핵심 협력사 
ESG 평가실시 및 
고위험군 개선 과제 수립

정보보호위원회 설립 및 
정보보안침해사고 
대응체계 마련

소비자 문의채널 대응률 97.7% 및 
리콜 프로세스 100% 이행

주요 법인 사무실 및 

사업장 용수 사용 및 
폐수 발생 정보 
취합 및 분석

한국 물류센터 100% 
페이퍼리스(Paperless) 
전환 통해 약 2.4 톤 
탄소배출 저감

한국·미국 물류센터 내 

100% 전기 운송수단 사용

유기농 섬유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인증 획득

신규 협력사 선정 시 
휠라 그룹 ESG 기준 

충족 여부 의무화

중대 산업재해 발생 
0건

협력사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정기 화학안전 
검사 진행

협력사 대상 

ZERO WASTE 
프로그램 
지원 확대

우수 협력사 대상 

대금 지급 기간 단축

전체 휠라코리아 직원 

윤리경영 교육 
이수 

지속가능 소재 R&D 진행 및 

Sustainable Materials 
Tracking Board 
체계화

신발, 의류·용품 1차 협력사 맵핑 완료
(휠라 스포트(홍콩): 22 개사, 
몬테벨루나: 22 개사)

정기 이사회 ESG 리스크 및 
기회 안건 상정 및 논의

최근 3개년 

온라인 정보보안 침해 
0건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
(Diversity, Equity, Inclusion & 
Community Council) 
결성 및 워크숍 실시

COVID-19 상황으로 인한 

협력사 물류비용 
지원

전체 매출대비 0.7%, 
영업이익대비 3.4% 사회 환원 
(전년 대비 각 6.9 배, 4.6 배 증가)

기후변화 대응(Climate Action)

공급망 투명성 확보(Supply Chain Transparency)

글로벌 제보채널 
100% 대응

* ‘ESG Highlights’는 휠라 그룹의 2021년 주요 성과이며, 각 성과별 해당 법인을 ‘YOUR FILA IMPACT 2025’ (p34-35)에서 상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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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o FILA
FILA, 패션 브랜드 이상의 가치
휠라(FILA)는 이탈리아 작은 도시 비엘라(Biella)에서 태동하여 111년 간 국경과 세대를 넘어 사랑 받고 있는 스포츠 패션 브랜드로서 2007년 

글로벌 브랜드 상표권 인수와 2020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견고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요소와 사회구조에 면밀하게 대응하며 성공적인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휠라는 COVID-19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변화의 교차 속에서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휠라홀딩스 주요 계열회사 및 지배구조

휠라 그룹 사업 개요 

법인명 주요 사업

Direct

휠라코리아
˙국내 의류 및 신발 도소매
˙주요사업: FILA, FILA KIDS, FILA UNDERWEAR, FILA GOLF, 라이선스(KEDS, ZOO YORK, Creative Recreation)

휠라 미국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 의류 및 신발 도소매 사업

휠라 스포트(홍콩) ˙신발, 의류, 용품 소싱

몬테벨루나 ˙신발, 의류, 용품 소싱

휠라 룩셈부르크 ˙상표권 소유 및 관리(Licensing)

Indirect

FILA Licensee ˙아시아, 북미, 남미,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라이선스 사업

Full Prospect
˙Joint Venture(15% 지분 소유) 형태로 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휠라   
   (FILA) 제품 도매 사업

Acushnet Holdings Corp.
˙골프 제품 디자인, 기획, 제조 및 유통
˙소유브랜드: Titleist, FootJoy, Vokey, Scotty Cameron, Pinnacle, Links & Kings, PG Golf, KJUS etc.

Direct	 직접 사업 운영
Indirect	 라이선스,	JV,	브랜드 협력 등을 통한 간접 사업 운영

Magnus Holdings
(Holding Company)

GLBH Holdings
(Acquisition Vehicle) FILA Korea

Acushnet Holdings Corp
FILA Luxembourg
(Trademark Owner)

Licensees
(Global Royalty)

Full Prospect 
(JV)

FILA USA
(USA, Canada, Mexico)

Montebelluna
(In-house Sourcing)

FILA Sport HK 
(In-house Sourcing)

휠라는 ESG 중장기 전략인

‘YOUR FILA IMPACT 2025’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상생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윤근창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대표이사

* 유효 지분율 % 표기
* 2021년 12월 31일 기준

100%

51%

15% 100%100% 100%

100%

100%

100%



  Overview        About FILA        Business & Financial Performance in 2021        FILA IMPACT 2025        FILA Focus        Reporting Methodology & Assurance 1514 FILA Integrated Report 2021

조화(Harmony) / 자긍심(Pride) / 열정(Passion) / 혁신(Innovation)

휠라의 4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화(Harmony)
존중과 소통을 통해

전체 관점의 발전을 도모

FILA Value & Vision FILA Strategy

비전

WINNING TOGETHER

혁신(Innovation)
창조적으로 새로운 것을
과감히 시도

자긍심(Pride)
회사, 제품, 동료에

대한 자부심

열정(Passion)
어려움에 봉착해도
긍정적으로 끈기 있게 시도

휠라의 비전 ‘WINNING TOGETHER’는 회사와 구성원이 신뢰와 존

중을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을 희망하는 

메시지입니다. 

휠라의 지속가능 목표 ‘YOUR FILA IMPACT’는 기업의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실천 동력

입니다. 휠라는 창의적 발상과 인식의 전환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끈기를 가지고 어려운 일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자 합니

다. 자부심을 가지고 동료를 서로 격려하며, 상호 발전을 위한 긍정

적 에너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휠라는 하나의 비전 아래 지속가능 목표를 실천 동력으로 삼아 	

경영 성과를 달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휠라는 5개년 전략, ‘WINNING TOGETHER’ 아래 브랜드 가치

(Brand Tribe) 재정립, 고객 경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전략의 3가지 축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략의 첫번째 축은 ‘브랜드 가치 재정립(Building the Brand 

Tribe)’입니다. 휠라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브랜드’로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지역·국가별로 통합된 제품과 	

마케팅을 통하여 일관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전략

의 두번째 축은 ‘고객 경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Customer 

Centricity)’입니다. 휠라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창출하고, 옴니채널 전략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Direct-to-

Consumer(DTC, 소비자 직접 판매)를 강화하며, 데이터 애널리틱스	

(Data analytics)를 통한 디지털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마지막은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ility)’입니다. R&D를 통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재무적 

역량을 강화하며,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ESG 경영을 강화하

겠습니다.

휠라 5개년 전략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휠라는 새롭게 

수립한 5개년 전략과 비전 아래에서, 전략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과감히 투자하며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휠라의 4대 핵심가치는 
당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고 

글로벌 스포츠 패션 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동력입니다.

옴니채널 고객 경험 창출

데이터 애널리틱스
(Data analytics) 강화

TO BE THE LEADING AUTHENTIC SPORTS BRAND
INSPIRED BY THE STYLE, ELEGANCE AND PASSION OF OUR ITALIAN HERITAGE

브랜드 정체성 재정립

지역·국가별 통합된 
제품과 마케팅

BUILDING THE
BRAND TRIBE

CUSTOMER
CENTRICITY

SUSTAINABILITY

미래 성장 동력 발굴

ESG 경영 강화

핵심가치

비전

WINN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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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A Heritage

111년간 스포츠 역사와 함께 해온 휠라 헤리티지
수많은 땀과 영광의 순간에 휠라가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1911
1911	 이탈리아 비엘라(Biella)에서 탄생

	 이탈리아 알프스 비엘라 산맥에서
	 휠라 삼형제가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직물을 생산 
	 니트와 언더웨어 사업 시작

1970
1972	 이탈리아의 대표 자동차 기업 ‘피아트(FIAT)’가 휠라를 인수하며 

	 스포츠 레저 브랜드로 발돋움

1973	 스포츠 마케팅 시작

	 테니스 스타 비에른 보리(Björn Borg) 후원을 시작으로 테니스, 스키, 골프, 
	 요트 등의 고급 스포츠 분야에 진출

1990
1991	 07월 휠라코리아(FILA KOREA) 설립

1992	 03월 휠라 브랜드 국내 런칭

2000
2000	 02월 휠라 키즈(FILA KIDS) 브랜드 국내 런칭

2001	 02월 휠라 골프(FILA GOLF) 브랜드 국내 런칭

2005	 02월 휠라코리아 MBO(Management Buyout) 통해 	
 	 	      휠라 글로벌로부터 독립

2007	 04월 GLBH Holdings 설립
     	          휠라 글로벌 브랜드 상표권 인수 계약 체결

2010
2010	 09월 휠라코리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코드: 081660)
       	          이탈리아 비엘라(Biella)시에 휠라 뮤지엄(Fondazione FILA Museum) 설립

2011	 07월 골프용품 전문기업 아쿠쉬네트 홀딩스(Acushnet Holdings Corp.) 인수

2016	 02월 국내 브랜드 리뉴얼

	 12월 아쿠쉬네트 홀딩스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Ticker: GOLF)
     	          휠라 그룹 자회사로 편입

2018	 03월 윤근창 대표이사 취임

	 09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 참가(2019 S/S 컬렉션)

2019	 09월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 참가(2020 S/S 컬렉션)

2020
2020	 01월 지주회사체제 출범, 휠라홀딩스(FILA Holdings)로 사명 변경 
	 	      휠라코리아 물적분할 후 신설

	 04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첫 발간

2021	 02월 110주년 기념 컬렉션 밀라노 패션쇼 참가 

	 03월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가입 

2022	 01월 마세라티(Maserati) 요트 팀 리더 조반니 솔디니
	  	      (Giovanni Soldini) 후원 협약 체결  

	 02월 휠라 5개년 전략 ‘WINNING TOGETHER’ 발표 

  Overview        About FILA        Business & Financial Performance in 2021        FILA IMPACT 2025        FILA Focus        Reporting Methodology & Assurance 1716



  Overview        About FILA        Business & Financial Performance in 2021        FILA IMPACT 2025        FILA Focus        Reporting Methodology & Assurance 1918 FILA Integrated Report 2021

Brand and Products

THE FILASOPHY
휠라가 추구하는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 BI)은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브랜드’ 입니다. 이탈리아 스포츠 패션에 영감 받은 	

고유한 감성에 현대적인 스포츠 트렌드를 더하여 차별화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KEY BRAND VALUES
휠라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섯 가지 핵심 가치는 ‘이탈리안(Italian), 스포츠 미학(Athletic·Aesthetics), 활기찬(Vibrant), 세련된

(Sophisticated), 자신감 있는(Confident), 도전적인(Challenging)’입니다. 휠라의 역사, 문화적 자산인 휠라 헤리티지에 기반한 핵심 가치는 

잠재 고객을 끌어올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PERFORMANCE
휠라는 스포츠 영역에서 퍼포먼스 제품을 지속,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여 혁신하고자 합니다. 휠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Core 및 

Non-core Sports 종목을 선별하고, 퍼포먼스 제품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Core-Sports는 테니스, 수상스포츠, 아웃도어, 트레이닝이며, 

Non-Core Sports는 모터스포츠, 동계스포츠, 러닝, 축구입니다.

Water Sports

도전과 혁신의 역사를 지닌 수상스포츠는 1996년 전설적인 요트 세일러 조반니 솔디니

(Giovanni Soldin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으며, 최근 2022년 

1월부터 이탈리아의 명차 제조사인 마세라티(Maserati)와 함께 솔디니의 새로운 세일링	

어패럴 스폰서십을 포함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수상스포츠를 	

향한 열정을 다시 살리고자 합니다.

비에른 보리(Björn Borg), 1979 Wimbledon

존 이스너(John Isner), 2022 Australian Open

조반니 솔디니(Giovanni Soldini)

NON-CORE SPORTS

Running

‘NEURON’은 오랜 시간 축적된 휠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에너자이즈드 러쉬 폼(Energized Rush Foam)’을 적용하여 반발력 밸런스와 

쿠션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러닝 수준에 따른 단계별 설계로 초보 러너부터 15km 이상을 달리는 중상급 러너까지 안정감 있게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전문 퍼포먼스 러닝화입니다.

Cycling

‘SYNAPSE’는 안전과 직결되는 라이딩 퍼포먼스를 고려해 전문 장비로서 만들어진 사이클화입니다. 아치 부분을 적절하게 지지할 수 있는 	

높이로 제작된 사이클화용 특수 인솔을 적용하여 착화 시 높은 밀착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SYNAPSE 4종 중 ‘Custom-Studio’는 최첨단 	

분석시스템을 통해 신체를 측정하고 운동 테스트 및 피팅 작업 후 개인 맞춤형 신발로 제작합니다.

CORE SPORTS

Tennis

휠라의 DNA는 테니스로부터 시작됩니다. 1970년대 윔블던 5년 연속 우승, 스웨덴 대표 

테니스 스타 비에른 보리(Björn Borg) 후원을 시작으로 브랜드 대표 종목으로 육성해왔

으며, 오랜 기간 카롤리나 플리스코바(Karolina Pliskova) 및 존 이스너(John Isner)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WHITE LINE ORIGINAL TENNIS 1985

NEURON 3 NEURON 5 NEURON 7 NEURON 9 NEURON S

SYNAPSE 5 SYNAPSE 7 SYNAPSE 9 Custom-Studio

Sophisticated
Confident
Challenging

Italian
Athletic·Aesthetics
Vibrant



  Overview        About FILA        Business & Financial Performance in 2021        FILA IMPACT 2025        FILA Focus        Reporting Methodology & Assurance 2120 FILA Integrated Report 2021

HERITAGE 휠라 뮤지엄(Fondazione FILA Museum)

1911년 휠라가 탄생한 이탈리아 비엘라(Biella)시에 위치한 휠라 뮤지엄은 111년을 이어온 

역사를 간직한 공간입니다. 휠라 뮤지엄은 아카이브를 통해 휠라의 초창기 제품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상, 사진 등 3만 점이 넘는 유산을 보존하며 브랜드 정신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2021년 휠라 110주년 기념 캠페인 
‘110 ways to play SPORT’

휠라 110주년 컬렉션(FILA 110th Anniversary Collection)

휠라 뮤지엄(Fondazione FILA Museum)

111 년간 쌓아온 휠라 역사 속 아카이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을 출시합니다. 

유구한 헤리티지를 지닌 휠라의 브랜드에 새로운 관점과 방식을 적용합니다.

헤리티지 로고 캡슐 컬렉션
휠라의 시그니처 리니어(Linear) 로고를 사용한 헤리티지 로고 캡슐 컬렉션입니
다. 1911년 이탈리아 비엘라(Biella)에서 시작한 휠라만의 아이덴티티와 헤리티지 
감성을 담았으며, 사계절 다양한 착장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PERFORMA COLLECTION

휠라 미국법인은 2021년 다양한 체형과 신체구조를 가진 모든 여성들을 위한 

액티브 웨어 컬렉션을 출시하였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여성의 신체 특징과 

움직임에 따른 퍼포먼스 효과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어 휠라의 헤리티지와 뛰어난 

기능성을 조화롭게 갖추었습니다.

휠라 언더웨어(FILA UNDERWEAR)

휠라코리아는 휠라의 기본 컨셉인 클린과 심플에 스포츠 기능성을 더한 새롭고 

차별화된 언더웨어 라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COVID-19상황으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소비자들을 위해 편안함과 휠라 헤리티지 감성을 	

디자인에 담아낸 인핏(INFIT)과 아웃핏(OUTFIT) 라이프웨어를 출시했습니다.

휠라 키즈(FILA KIDS)

휠라코리아는 휠라 특유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배합하여 3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스포츠 컨셉의 아동 전문 브랜드로 신발, 용품,	

의류까지 토탈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휠라 키즈 	

퍼포먼스 라인의 경우, 활동성이 좋은 소재와 냉감 소재를 기반으로 고딕 로고, 

테이프 그래픽 및 유니 컬러로 데일리 액티브 퍼포먼스 룩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휠라 골프(FILA GOLF)

휠라코리아는 퍼포먼스에 집중하면서도 골퍼들의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춰 선택이 가능하도록 두 가지 전문화된 라인을 구축했습니

다. 액티브 퍼포먼스 라인은 골프에 최적화된 설계와 기능성 소재 적용을 통한 	

프리미엄 골프웨어를 제안하고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라인은 기능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여 더욱 스포티하고 세련된 룩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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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샤 루브친스키  2017.02

러시아 디자이너 고샤 루브친스키(Gosha Rubchinskiy) 
와 90년대 스트리트 패션 재해석 제품 출시

펩시  2017.04

휠라와 펩시(PEPSI)의 로고를 활용한 티셔츠, 
선글라스, 에코백, 슬리퍼 패키지 출시

메로나  2017.05

휠라의 COURT DELUXE, DRIFTER 등에 메로나의 
아이코닉 컬러를 적용한 슈즈 컬렉션 출시

포켓몬  2018.02

CLASSIC KICKS B 등의 제품에 포켓몬 캐릭터를 	
반영한 제품 출시

츄파춥스  2018.05

츄파춥스 콜라보 굿즈가 담긴 휠라 키즈, 
휠라 언더웨어 화이트데이 스페셜 패키지 출시

배틀그라운드  2018.06

배틀그라운드 게임 속 아이템을 실제 제품에 
접목하고 제품 구매 시 게임 아이템 증정 
이벤트 진행

펜디  2018.11

휠라 로고를 활용하여 펜디(FENDI) 레터링을 
재해석한 제품 출시

건담  2019.06

모바일 수트 건담(Gundam)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휠라X건담 콜라보레이션 컬렉션 출시

MSGM  2019.08, 2021.05

휠라의 테니스 헤리티지와 MSGM의 스타일 감성이 
접목된 컬렉션 출시

10 꼬르소 꼬모  2019.10

문화 콘센트 스토어 10 꼬르소 꼬모(10 Corso Como)
와 첫번째 협업에 이은 두번째 협업 티셔츠, 
모자, 슈즈 제품 출시

푸시버튼  2021.09

Z세대에게 인기가 높은 브랜드 푸시버튼(push
BUTTON)과 협업을 통해 휠라 헤리티지 무드와 푸시버튼 
특유의 위트와 감성이 더해진 의류, 슈즈, 액세서리 등 
총 32종의 콜라보 제품 출시

크리스토퍼 비반스  2021.09

미국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비반스(Christopher Bevans)
와 협업을 통해 테니스 공을 모티브로한 
디자인의 FILA Renno x Bevans 제품 출시	

Falling in Love Again  2021.11

휠라 창립 110주년 기념 캠페인 및 영화 Falling in Love 
Again에 영화배우 루크 윌슨(Luke Wilson) 출연

동화약품  2021.10

동화약품의 창립 124주년을 기념으로 휠라와 협업한 
활명수 기념판 출시 및 물 캠페인을 통한 판매수익금 
전액 기부 	

스프라이트  2021.10

음료 브랜드 스프라이트(Sprite)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휠라 그랜트 힐 제품에 스프라이트 
디자인을 접목한 제품 출시	

와플  2021.11 
미국 뉴욕 기반 크리에이터 Tashawn “Whaffle” Davis와 
협업하여 의류 및 액세서리 8종 출시

피아첸자 1733  2021.11

이탈리아 전통 브랜드 피아첸자 1733(Piacenza 1733)와 
협업하여 휠라 창립 110주년을 기념하는 캡슐 
컬렉션 출시

헤리티지 플로스  2021.11

스포츠 캐주얼웨어 브랜드 헤리티지플로스(HERITAGE 
FLOSS)와 협업하여 모터스포츠를 재해석한 나이트 
드리프트(Night Drift) 컬렉션 출시

알레시  2021.11

이탈리아 생활용품 브랜드 알레시(ALESSI)와 협업하여 
아이코닉한 와인오프너에 휠라의 테니스 슈트를 매치한 
한정판 제품 출시

Collaboration

FILABORATION (FILA X COLLABORATION)
휠라는 타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들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고객 만남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다채로운 브랜드와 편집샵,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젊고 에너지 넘치는 브랜드 정체성을 선보였습니다.	

유튜버 게이밍 크리에이터  2019.11, 2020.08

인기 유튜브 게이밍 크리에이터 5인이 참여한 
콜라보 에디션 제품 출시

크로스트  2020.02, 2021.02/11, 2022.02

미국 뉴욕 기반 스트리트웨어 브랜드 크로스트(KROST)
와의 협업을 통해 KROST X FILA Renno 스니커즈 출시	

방탄소년단  2020.03/04, 2021.02/09

글로벌 모델인 방탄소년단(BTS)과의 협업으로 	
다양한 컬렉션 출시 	

그라운드 프로젝트  2020.04

이색 공간과 문화를 결합한 그라운드 프로젝트로, 
슈퍼마르쉐(Supermarche), 메종데부지(Maison 
des Bougies)와 콜라보 제품 출시

비기  2020.05

90년대를 대표하는 스타 래퍼 비기(Biggie)와 
콜라보레이션 제품 출시

써브웨이  2020.05

샌드위치 전문 브랜드 써브웨이(SUBWAY)와 
친환경 소재 운동화 등 다양한 친환경 콜라보 
제품 출시

테니스 선수 권순우  2020.08

대한민국 테니스를 대표하는 권순우 선수의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 US오픈을 응원하기 위해 
권순우 선수 스페셜 에디션 테니스화 출시

눅 스트리트 마켓  2020.10

눅 스트리트 마켓(Nook Street Market)과 협업을 통한 
모여봐요 동물의 숲 디자인의 고전 헤리티지 제품 출시

A Most Beautiful Thing  2020.10

영화 A Most Beautiful Thing의 공식 의류 및 신발 
파트너사로 영화의 특징을 반영한 신발 및 의류 제품 
출시 및 후원
	
팔당초계국수  2020.10

휠라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사이클화 시냅스(SYNAPSE) 	
런칭 기념 콜라보 제품 출시
	
더 퍼펙트 매거진  2020.12

전세계 패션 피플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는 
도버스트리트마켓, 더 퍼펙트 매거진과 협업해 휠라의 헤리티지
를 색다르게 선보인 휠라X더 퍼펙트 캡슐 컬렉션 출시

로잉 블레이저  2020.12, 2021.09/11

로잉 블레이저(Rowing Blazers)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색조와 그래픽패턴을 가미한 
스키 의류 및 신발 출시

핑크 돌핀  2021.01

미국의 스트리트 브랜드 핑크 돌핀(Pink Dolphin)과의 
협업으로 헤리티지 라인 대표모델인 더 케이지로 한정판 
제품 출시

APT.4B  2021.01

미국에 기반을 둔 편집숍 APT.4B 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오리지널 테니스 실루엣에 스웨이드 소재를 더한 제품 출시

케이티 그랜드  2021.02

세계적인 스타일리스트 케이티 그랜드(Katie Grand)와 	
협업해 휠라 아카이브를 재해석한 휠라 110주년 기념 
컬렉션을 전 세계 동시 론칭

2021 2022

2020

2017

2018

2019

우드 우드  2021.02
덴마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우드 우드(Wood Wood)와 
협업하여 컬렉션 출시

폴트버거  2021.04

서울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 핫플레이스 수제버거전문점 
폴트버거(Fault Burger)와 협업하여 테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콘을 모티브로 활용한 캡슐 컬렉션 출시

코카-콜라  2021.04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Coca-Cola)와 
협업으로 의류 및 슈즈 49종 출시 

아쿠아 디 파르마  2021.04

휠라의 창립 110주년을 기념으로 향수 브랜드 아쿠아 
디 파르마(Acqua di Parma)와 협업하여 윈드브레이커와 
향수로 구성된 한정 스페셜 키트 1,100개 출시

브룩스 브라더스  2021.05

아메리칸 클래식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Brooks 
Brothers)의 전통 프레피룩과 휠라의 아이코닉한 테니스 
헤리티지를 접목시킨 콜라보 컬렉션 출시

제주도  2021.05

제주도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제주오름활용 디자인 공모전 선정된 작품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의류 및 액세서리 제품 출시

두산베어스  2021.05

총 30년간 휠라와 파트너십을 이어온 두산베어스와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념으로 휠라 X 두산베어스 
콜라보 컬렉션 출시 

프루아  2021.07

감성적인 색감과 유니크한 디자인의 패션 레더 브랜드
프루아(ffroi)와 협업하여 가방 컬렉션 출시 	

스타벅스  2021.07

스타벅스(Starbucks)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음료 
관련 제품 4종과 액세서리 3종 출시 

와이프로젝트  2021.09

파리 기반 브랜드 와이프로젝트(Y/Project)와의 
협업으로 창의적인 디테일이 가미된 디자이너 마튼스
(Martens)의 시그니처 스타일과 휠라의 스포츠 
헤리티지를 결합시킨 제품 출시

그랜트 힐  2021.09

시그니처 농구화인 그랜트 힐(Grant Hill) 2의 25주년을 
기념으로 스페셜 에디션 출시

록산다  2022.02

록산다(ROKSANDA)의 시그니처 
로맨티시즘과 휠라의 액티브 
스포츠 스타일이 만나 예술적이고 
스포티한 감성이 담긴 컬렉션 론칭

갤럭시 Z 플립 3  2022.03

스포츠 브랜드에 관심이 많은 Z세대를 위한 새 학기 
이벤트의 일환으로 SK텔레콤과 함께 한정판 갤럭시 Z 
플립 3(Galaxy Z Flip 3) 에디션 출시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2021.11

110년 역사 속 휠라가 선보인 소재, 실루엣을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POST ARCHIVE
FACTION)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한 콜라보 컬렉션 출시

드래곤볼 슈퍼  2021.12

일본 최대 애니메이션 기업 도에이 애니메이션(Toei 
Animation)과  협업하여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슈퍼의 
대표 캐릭터를 디자인에 반영한 한정판 슈즈 컬렉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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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Risk & Opportunity

휠라가 태동한 이래 111년 간 위험요소들은 곳곳에 존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라는 쉼 없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재탄생을 

거듭해왔습니다. 2020년 1월에 시작된 COVID-19 사태는 세계 시장에 또 다른 과제를 주었으며, 공급망 차질과 교역의 이동 제한 등으로 물자 

교류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각국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업 전개가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였고 이에 휠라는 2022년을 브랜드 재정비와 비즈니스 역량 강화의 원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휠라의 주요 리스크 대응

주요 테마 위험과 기회요소 대응책

공급망 
지속가능성

‧교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

‧공급망 전반에 걸친 윤리경영 요구 증대

‧원자재 조달 투명성 공시 규제 강화

‧공급망 맵핑을 통한 협력사 관리 및 투명성 제고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을 통한 1차 핵심 협력사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

e-Commerce 확대 ‧COVID-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유통채널 확대

‧MZ 세대의 상품 접근 경로 다변화

‧ERP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고객 데이터 분석 
    수준 고도화

‧개인정보 보안체계 구축을 통한 외부 유출 원천 차단

‧휠라 미국법인 Direct-to-Consumer(DTC) CRM*   
    개선

기후변화 위기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의무 강화

‧소비자의 책임감 있는 소비·가치 소비 트렌드 상승

‧휠라 글로벌 그룹 차원의 탄소관리 체계 구축

‧환경 데이터 측정 및 관리 범위 확대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 출시 확대

‧제품 생애주기 각 단계별 환경영향 최소화 연구 
    진행

스포츠웨어 시장 확장 ‧COVID-19의 장기화로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애슬레저(Athleisure) 시장의 규모 확장

‧스포츠 종목을 Core 및 Non-Core 부문으로 
   구분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스포츠 부문에서의           
   전략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 방향성 설정 

*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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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Performance by Segment

사업성과
휠라의 2021년 매출액은 3조 7,939억 원으로 전세계 백신의 보급과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연결 매출 및 영업이익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순이익 

재고회전율 

영업이익 

유동비율 

주요 법인별 사업성과*

휠라코리아

구분 2021 2020

매출액 538,991 528,848

매출총이익 324,719 320,903

영업이익 106,111 94,284

순이익 76,995 70,417

구분 2021 2020

매출액 496,964 432,162

매출총이익 137,862 122,656

영업이익 13,362 8,350

순이익 9,054 3,662

휠라 미국

부문별 사업성과**
2021년 휠라코리아의 매출은 약 5,390억 원이며 브랜드별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회사 수 휠라 라이선시 수연결대상
종속회사 수

3.8조 원

53.8%

4,928억 원

194.1%

3,378억 원

278.7%

*계열회사 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휠라홀딩스 종속회사를 기준으로 함

2021년 휠라코리아는 매출 5,390억 원, 영업이익 1,061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연중 COVID-19 사태의 장기화로 소비자의 외부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오프라인 채널 운영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4분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서 비롯된 소비 시장 회복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매출 및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성장하였습니다. 2022년은 휠라 5개년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첫해로, 유통 채널별 전략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DTC 채널 기반의 구축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휠라 미국법인은 2021년 약 5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약 1,336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휠라 미국법인은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FILA.com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기존의 도매 일변도인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 출점

을 통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직접 운영 법인인 휠라코리아와 휠라 미국의 요약 사업성과만 공시
** 브랜드별 매출은 휠라코리아에 한정하여 공시

휠라(FILA)

262,145 81,052

64,794

11,957

119,043

휠라 키즈(FILA KIDS)

휠라 언더웨어(FILA UNDERWEAR)

휠라 골프(FILA GOLF)

기타

538,991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 USD K)

61 4864



2025 Strategy 32

YOUR FILA IMPACT 2025 34

Material Topics 36

Stakeholder Engagement 37

ESG Value Chain 40

FILA IMPACT 
2025



2025 Strategy 

ESG경영 추진 조직 
휠라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자 가치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그룹 경영 전반에서 지속가능경영에 기반한 의사결정체계를 본격화하였습니다. 

휠라홀딩스 경영전략본부 전략기획팀을 중심으로 계열회사의 인사, 총무, 마케팅, 법무 담당자들이 ESG 이슈와 추진 전략을 긴밀히 소통하고, 

이 과정에서 공급망, 운영, 제품 개발 및 생산, 마케팅을 포함한 로드맵과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ESG 전략 및 목표에 대한 ESG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 회의와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과 방향을 제시하며 모든 법인이 공통된 목표를 향해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추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휠라는 2021년 휠라홀딩스의 관리자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성과관리 지표를 설정하였고, 2022년부터는 ESG 관련 KPI 설정 대상을 

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 휠라 미국법인 총 3개 법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각 법인별 중장기 ESG 목표와 추진 예산을 연결하여 보다 긴밀하고 

유연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휠라는 ESG 성과 달성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SG 의사결정 체계 

ESG경영 이행 조직

휠라코리아

휠라 미국

휠라 룩셈부르크

휠라 스포트(홍콩)

몬테벨루나

휠라홀딩스
경영전략본부

이사회

이슈 전달, 
이해관계자 니즈 및 
트렌드 전달 

ESG 주요 안건 부의ESG 주요 안건
의사결정 및 방향성 제시 

ESG 추진 전략 및 
목표 제시

ESG 대외 커뮤니케이션 
추진 및 전략 수립

지속가능경영 전략 
휠라는 그룹 내 주요 법인들의 ESG 현황을 분석하고 당사 지속가능경영 체계의 강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환경가치 제고(Actions for the Planet), 사회적 가치 창출(Creating Social Impact),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Sound 

Governance)의 3대 영역 아래 ‘제품 선순환(Product Circularity)’, ‘기후변화 대응(Climate Action)’, ‘이해관계자 포용(Caring for People)’, 

‘공급망 투명성 확보(Supply Chain Transparency)’, ‘책임경영 구축(Business Commitment)’의 5개 중점테마가 사업활동 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관리 수준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E

Actions for the Planet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환경 영향 최소화

S

Creating Social Impact

휠라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제고

G

Sound Governance

ESG 임팩트 기반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추진

YOUR FILA IMPACT 2025

3 대 영역

5 대 테마

제품 선순환
(Product Circularity)

기후변화 대응
(Climate Action)

이해관계자 포용
(Caring for People)

공급망 투명성 확보
(Supply Chain 
Transparency)

책임경영 구축
(Business 

Commitment)

중장기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

지속가능경영 로드맵 
휠라는 보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이해관계자의 중요 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한 바, 2020년 ESG 경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

니다. 이후 ESG 관련 중대 이슈를 파악하고 현황을 진단하는 등 역량 강화 기간을 거쳐 ESG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제 휠라는 2022

년을 당사 ESG 경영 체제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에 발맞춰 주요 목표들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요 협력사들과	

함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에 걸맞은 선진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은 휠라의 브랜드 가치와 비즈니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휠라 지속가능경영 로드맵

‧ESG 정보 수집 및 현황 진단

‧주요 법인 ESG 중대 이슈 파악

‧세부 과제 도출 및 이행

~2020
2021

2022~2025

‧ESG 중장기 전략체계 확립

‧ESG 데이터 관리 대상 법인 확대

‧ESG 영역별 핵심 성과 모니터링

‧글로벌 통합 ESG 경영체계 확산

‧비즈니스 연계 ESG 중장기 목표 이행

‧공급망 등 주요 가치사슬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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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FILA IMPACT 2025

휠라는 중장기 지속가능 목표인 ‘YOUR FILA IMPACT 2025’를 통해 ESG 경영전략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미래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YOUR FILA IMPACT 2025’를 달성하는 과정이 환경, 임직원, 고객, 공급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위한 성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휠라홀딩스는 그룹 지주회사로서 휠라 계열사들이 ‘WINNING TOGETHER’라는 비전 아래 계열회사들이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2025 목표 2021 성과 해당 법인

제품 선순환(Product Circularity)

제품 선순환(Product Circularity) 

실현을 위한 전 과정 평가

(Life Cycle Assessment) 기반 구축

휠라 가치사슬을 고려한 제품 순환 체계(친환경 소재, 유해물질 관리, 제품 생산, 포장재 

전환, 폐기물 감축) 구축

●●●●●

제품 부문별 지속가능 소재 활용비중 확대 지속가능 소재 R&D 진행 및 Sustainable Materials Tracking Board 체계화 ●●●●●

유기농 섬유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인증 획득 ●●●●●

책임 있는 다운 기준 RDS(Responsible Down Standard) 인증 및 유기농 원료 

OCS(Organic Content Standard) 인증 의류 제품 적용

●●

생분해가능 100% 재활용 종이, 폐고무 분쇄 소재, 폐코르크 재활용 시트, 재활용 합성

가죽, 재활용 폴리에스터(Recycled Polyester), 재활용 파일론(Recycled Phylon), 

타이벡(Tyvek) 소재 신발 제품 적용

●●●

소로나(Sorona), 쏠라볼(SOLARball), 재활용 폴라텍(Recycled POLARTEC), 재활용 

폴리에스터(Recycled Polyester), 재활용 나일론(Recycled Nylon) 소재 의류 제품 적용

●●

마이판 리젠(MIPAN regen), 비건 레더 비제아(VEGEA), 폐가죽 재활용 소재 용품 제품 적용 ●●

에코론(ECOLON) 및 텐셀(Tencel) 소재 언더웨어 제품 적용 ●●

신발 및 의류·용품 지속가능 제품 라인 

10% 이상 달성

지속가능 의류, 용품, 언더웨어 제품 2021년 최초 런칭 ●●●

지속가능 신발 제품 2020년 대비 2021년 생산량 9배 증가 ●●

의류 제품 2021년 전체 생산량 대비 지속가능 성인 의류제품 16.9%, 키즈 의류제품 

10.9% 달성

●●

용품 제품 2021년 전체 생산량 대비 지속가능 용품 제품 1.7% ●●

언더웨어 제품 2021년 전체 생산량 대비 지속가능 언더웨어 제품 1.7% ●●

소재 및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ZERO 의류 제품 친환경 염색공법 드라이다이(Drydye) 적용 검토 ●●

신발 제품 2021년 수성 접착제 사용량 2020년 대비 2.5배 증가 ●●●

협력사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정기 화학안전 검사 진행 ●●●●

포장재 및 부자재 친환경 전환 신발 박스 100% 재활용 소재 활용 전년 대비 1.5배 증가 및 의류·용품 제품 생분해가능 

비닐봉투 적용

●●●●

라벨, 태그 등 제품 부자재 생산 시 재활용 가능 종이 활용 및 친환경 인쇄방식 통해 

종이 사용량 50% 감축

●●●●

자원순환 지향적 폐기물 저감 체계 확대 폐기물 관리체계 주요 법인 확대 및 협력사 통합 검토 ●●●●●

협력사 대상 ZERO WASTE 프로그램 지원 확대 ●●●●

2025 목표 2021 성과 해당 법인

기후변화 대응(Climate Action)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 
중장기 탄소저감 목표 설정

기후변화로 인한 Risk & Action 도출 및 환경경영 대응 기반 마련 ●●●●●

휠라 그룹 주요 법인 기후변화 관리 시스템 체계화 ●●●●●

TCFD 지지 선언 및 CDP 정보 공시 ●●●●●

탄소배출량 공시 범위 글로벌 법인 확대(2→5개 법인) ●●●●●

Greenhouse Gas Protocol 적용 통한 방법론 개선 및 탄소 집약도 추가 공시 ●●●●●

직접운영 법인 및 사업장 탄소저감 한국 물류센터 100% 페이퍼리스 전환 통해 약 2.4톤 탄소배출 저감 ●

한국·미국 물류센터 내 포장재 폐기물 전량 약 543톤 재활용 ●●

한국·미국 물류센터 내 100% 전기 운송수단 사용 ●●

임직원 대상 실천가능 탄소저감 활동 교육 진행 ●●●

전략적 물 관리 대응체계 마련 주요 법인 사무실 및 사업장 용수사용 및 폐수 발생 정보 취합 및 분석 ●●●●●

이해관계자 포용(Caring for People)

글로벌 인재 경영 중심의 지원 확대 임직원 대상 리더십, 직무역량, 자기계발, ESG 교육, 개인별 코칭 등 인재개발 프로그램 진행 ●●●●●

비대면 업무 환경 조성 및 수평적 조직 문화 확산 ●●●●●

여성 임직원 근로 환경 개선 및 모성보호 복리후생 지원 ●●●

인권 관련 이슈 예방 및 100% 대응 전 직원 대상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사내 캠페인 실시 ●●●●●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Diversity, Equity, Inclusion & Community Council) 결성 및 
워크숍 실시

●

안전보건 관련 이슈 발생 ZERO 중대 산업재해 발생 0건 ●●●●●

정기 안건보건교육 실시 및 체크리스트 기반 사업장 안전보건 모니터링 ●●●●●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 소비자 문의채널 대응률 97.7% 및 리콜 프로세스 100% 이행 ●

휠라 글로벌 CSR 전략 이행을 통한 
임팩트 창출

휠라 글로벌 주요 CSR 테마 선정(물, 다양성, 어린이) 및 체계 보강 ●●●●●

전체 매출 대비 0.7%, 영업이익대비 3.4% 사회 환원(전년 대비 각 6.9 배, 4.6 배 증가) ●

흑인 역사의 달(Month of Black History) 컬렉션 판매 수익의 10% 기부 ●

휠라 키즈 안전교실 실시(2009년 최초 실시 이래 총 누적 55,000여 명 어린이 대상 교육 제공) ●

공급망 투명성 확보(Supply Chain Transparency)

휠라 그룹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원칙 이행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 및 인권선언문 제정 및 협력사 대상 배포 ●●●●●

공급망 투명성 제고 및 전체 협력사 맵핑 완료 신발, 의류·용품 1차 협력사 맵핑 완료(휠라 스포트(홍콩): 22 개사, 몬테벨루나: 22 개사) ●●●

휠라 그룹 공급망 지속가능성 기준 
100% 이행

신규 협력사 선정 시 휠라 그룹 ESG 기준 충족 여부 의무화 ●●

핵심 1차 협력사 ESG 평가실시 및 고위험군 개선 과제 수립 ●●

협력사 상생 지원 COVID-19 상황으로 인한 협력사 물류비용 지원 ●

우수 협력사 대상 대금 지급 기간 단축 ●

책임경영 구축(Business Commitment)

휠라 5개년 전략 및 주주환원정책 실행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공시 ●

이사회 주도 지속가능경영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정기 이사회 ESG 리스크 및 기회 안건 상정 및 논의 ●

휠라 그룹 글로벌 윤리 제보 100% 조치 글로벌 제보채널 100% 대응 ●●

개인정보 유출사고 ZERO 정보보호위원회 설립 및 정보보안침해사고 대응체계 마련 ●●

최근 3개년 휠라의 온라인 정보보안 침해 0건 ●●

직원 참여형 기업 윤리문화 확산 전체 휠라코리아 직원 윤리경영교육 이수 ●●

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 휠라 미국 휠라 스포트(홍콩) 몬테벨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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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에서 요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 언론 리스크, 
	 	 내부 대응도, 이해관계자 
	 	 인식도 분석 실시

기̇업 현황 분석 및 
	 환경분석(미디어, 
	 벤치마킹)을 통해 이슈 
	 리스트를 파악하여 
	 휠라의 ESG 이슈 풀을 
	 구성하였습니다. 

Material Topics

Materiality Assessment
휠라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대 토픽을 도출하였습니다. 미디어 분석, 벤치마킹,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 토픽의 중요도를 파악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7개의 중대 토픽에 대한 활동 및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각̇ 이슈의 발생가능성 
	 (X축)과 영향력(Y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 및 
	 상대평가 요인을 
	 분석하여 이슈 영향력을
	 파악하였습니다. 

	 - 표준 및 평가, 동종업계,
	 	 이해관계자 인식도 분석 
	   실시

중̇장기 계획에 따른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휠라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개선‧강화합니다. 

Step 1 Step 2-1 Step 3Step 2-2 Step 4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No. 이슈
휠라 ESG 전략 

이해관계자
보고

페이지영역 테마

1 친환경 제품 및 소재 Actions for the Planet Product Circularity 고객, 임직원, 공급망,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p44-53

2 구성원 만족도 Creating Social Impact Caring for People 임직원 p62-77

3 리스크 관리 Sound Governance Business Commitment 고객, 임직원, 주주·투자자 p84-93

4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Creating Social Impact Supply Chain Transparency 임직원, 공급망, 고객 p78-83

5 연구개발 및 품질경영 Creating Social Impact Caring for People 고객, 임직원, 공급망, 주주·투자자 p62-77

6 원재료·자원 관리 Actions for the Planet Product Circularity 임직원, 공급망, 지역사회 p44-53

7 온실가스 배출 감축 Actions for the Planet Climate Action 임직원, 공급망, 주주·투자자, 지역사회 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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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이사회 수자원

유해물질
컴플라이언스

안전보건
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고객

에너지

구성원 만족도

연구개발 및 품질경영

리스크 관리

친환경 제품 및 소재

중대 이슈

Stakeholder Engagement

휠라는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고객, 임직원, 공급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로 정의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ESG 관련 인터뷰를 실시하고 주요 법인 대상 ESG 워크숍을 실시하여 그룹 내 지속가능경영과 ESG 성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휠라는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생하고 환경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해관계자 관련 이슈 소통 채널 및 대응

고객 제품 안전성, 고객 정보보호, 
고객 참여 활동 확대

˙고객센터                                 ˙소비자 정량 조사
˙매장 점주 대상 간담회             ˙휠라 아카이브

임직원 일과 삶의 균형, 인재 확보 및 육성, 
복리후생 및 건강관리 지원, 
임직원 다양성 증진

˙GCM(Global Collaboration Meeting)
˙FILAGRAM(사내 뉴스레터)
˙휠라 윤리경영 뉴스레터
˙윤리 제보 센터
˙ESG 워크숍(휠라코리아 1회, 휠라 미국 1회)
˙ESG 인터뷰(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 휠라 미국, 휠라 스포트(홍콩), 
    몬테벨루나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

공급망 구매윤리 준수, 공정한 협력사 선정,
환경 및 사회 리스크 관리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FILA Group Global Code of Conduct)
˙휠라 그룹 인권 선언문(FILA Group Global Human Rights Policy)
˙윤리 제보 센터
˙휠라 그룹 강제 노동 성명서

주주 및 투자자 경영 성과, 지배구조 투명성 ˙주주총회
˙IR 활동 및 공시(컨퍼런스 콜, 기업탐방)
˙연간 및 분기별 경영 실적 설명회(3월, 5월, 8월, 11월)
˙증권사 컨퍼런스

지역사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적 소외 계층 지원

˙사회공헌 활동 추진

이슈 풀(pool) 구성 발생가능성 분석 영향력 분석 중대 이슈 선정 대응 및 성과 관리

영향력

발생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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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 Dialogue
휠라는 글로벌 스포츠 패션 브랜드로서 사회·경제·환경을 위한 가치 창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YOUR FILA IMPACT 2025’ 달성 과정에서 고객, 임직원, 공급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휠라에게 ESG경영은 어떤 의미이며, 휠라만의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느껴온 ‘사람’에 대한 휠라의 진심은 한결같습니다. 그룹사 및 협력사 임직원부터 고객에 이르기까지 늘 상대를 

우선하고 올바른 방식을 고민하는 회사임을 계속 느낄 수 있었습니다. 휠라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도를 고집하

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소비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가족이 입을 옷을 만든다는 

철학이 있기에 휠라의 ESG 활동은 앞으로도 사람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브랜드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는 ESG 경영이며, 의류 산업 또한 환경 영향을 줄여 나가기 위해 	

친환경 및 재활용 소재들로 만든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수 사용 없이 섬유염색이 가능한 	

드라이다이(Drydye)와 같은 새로운 공법도 등장하였습니다. 휠라도 이러한 트렌드를 이끌어가기 위해 친환경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는 등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휠라가 ESG 성장에 발맞춰가는 것 자체가 패션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휠라에서는 ‘Actions for the Planet’ 이라는 테마 아래 지속가능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유래 친환경 소재인 ‘소로나(Sorona)’, 책임 있는 다운 기준인 RDS(Responsible Down Standard) 	

인증, 재활용 소재를 적용한 제품군 또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활용 종이로 된 신발 박스 및 생분해가능 

비닐봉투를 통해 포장재에도 친환경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로 발굴한 친환경 소재로 국제 인증을 획득한다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더하는 의미있는 ESG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RDS 외에도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등 다양한 국제 인증을 받은 자재를 활용한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

고자 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휠라의 아이덴티티와 연계하여 ‘제주 오름’을 활용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

습니다.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실제 의류디자인에 접목, 제품 판매까지 이뤄낸 성과 또한 휠라 특색을 

살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류산업 전반에서 기회와 위기요인은 무엇이며, 새로운 변화 속 휠라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까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서 휠라는 섬유 및 패션 업계에 요구되는 비재무적 성과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환경경영 

및 윤리경영, 공급사와의 책임감 있는 협력과 구매 등 ESG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고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합

니다. 이를 브랜드 홍보와 연결시킨다면 휠라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시장 내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휠라는 다양한 사회 그룹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소비자와 사회·환경적 책임경영 

등의 요구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트렌드 파악 

및 직원들과의 소통을 실시하여 경영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스포츠 브랜드 특성상 기능성 원단

을 사용하게 되므로 친환경성 및 자원순환성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 출시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기업경영 내 ESG 요소를 반영하기 위한 휠라의 지속적인 노력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 

부문에 대한 개선이 외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도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휠라는 친환경 제품 개발 및 공급망 관리를 통해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협력사 관리를 

강화하며 품질 유지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인권을 보호하고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로 휠라는 동종 산업 내에서 우수한 ESG 경영관행을 구축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휠라와 같은 소비자 브랜드, 리테일 비즈니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 관계 관리, 유통망, 인적자본 관리

입니다. 또한 제품 기획 및 관리, 공급망 내 환경영향, 제품 안전, 브랜드 자본 역시 중요도가 높고 관리가 부실할 

경우 위험성이 큽니다. 이는 휠라가 직접 및 간접 구매, 온라인 구매 등 소매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휠라의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을 고려할 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관리해야 합니다.

휠라의 공급망 전반에서 브랜드 가치 제고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휠라의 신발을 제조하고 있는 협력회사로서, 최근 ESG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활용 가죽 제품 

제조, 수성 접착제 사용, 폐기물 분류, 원단 절감을 위한 기계 도입 등의 방법으로 휠라와 함께 환경 오염 저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휠라가 원자재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소재를 확대하며, 더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

한다면 환경보호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세두노 그룹은 휠라의 협력사로서 지속가능발전전략에 따라 고품질, 생태친화적 발전이라는 환경 기조를 가지고 

녹색 경영과 저탄소 생산 체제, 제품혁신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100년 전통의 패셔너블 스포츠 라이프 브랜드인	

휠라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휠라가 스포츠 의류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입지를 다지고 인권, 환경, 	

지속가능성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당사의 모든 의류 공장들은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며, 공급업체를 통해 지속가능한 원료를 조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소재와 기술혁신을 통해 자원 재순환 체계를 구성하여 휠라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겠습니다. 휠라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여에 동참하여 휠라와 더불어 더 높이 비상하고 

더 멀리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휠라가 고객 가치 제고와 글로벌 스포츠패션 브랜드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휠라는 매장의 상황과 점주의 고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납기와 리오더, 재고 조절 등에 반영하는 한편, 	

브랜딩과 상품기획 등 그룹의 목표를 매장과 함께 공유합니다. 앞으로 현장에서 판매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전산화 시스템, A/S제도 등이 현재와 같이 점차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휠라가 쌓아온 강점이 

반영된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시도하는 것이 곧 고객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ESG 활동을 비롯하여 저희 리테일 매장(모노샵)이 자신있게 휠라를 설명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객들은 제품 구매에 있어 환경보호 관련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환경 보호 실천 기업의 

상품 혹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상품 구매를 통한 만족감을 넘어 환경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따라서 휠라는 고객의 환경 보호 실천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에 대한 실제적 기여와 진정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직원
신 인 수 
소싱사업부 사업부장
(몬테벨루나)

전문가·투자자
이 수 용 대표이사 
(컨트롤유니온코리아)

전문가·투자자
윤 진 수 본부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고객
임 종 현 매장점주
(휠라 서울점)

고객
박 상 우 매장점주
(휠라 순천연향점)

공급망 (의류 & 신발)
Chen Zhi Lei 
Business Manager
(Guoshi Footwear Co., Ltd.)

공급망 (의류 & 신발)
Sam Xu
Vice General Manager
(Seduno Group Co., Ltd)

전문가·투자자
Haesu Lee 
Investment Analyst 
(Robeco Asset Management)

임직원
이 예 지 
의류기획팀 대리
(휠라코리아)

임직원 신인수 소싱사업부 사업부장 (몬테벨루나)
이예지 의류기획팀 대리 (휠라코리아 의류 기획팀)

전문가·
투자자

이수용 대표이사 (컨트롤유니온코리아)
윤진수 본부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Haesu Lee Investment Analyst (Robeco Asset Management)

공급망 
(의류 & 신발)

Chen Zhi Lei Business Manager (Guoshi Footwear Co., Ltd)
Sam Xu Vice General Manager (Seduno Group Co., Ltd)

고객 임종현 매장점주 (휠라 서울점)
박상우 매장점주 (휠라 순천연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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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Value Chain

휠라의 순환적 가치사슬
휠라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순환적 사이클(Circular cycle)을 구현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재 선정에서부터 생산, 유통, 판매, 마케팅, 나아가 폐기 및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휠라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저감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하며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 Climate Action

재활용, 생분해성, 유기농 등 다양한 지속가능 소재를 발굴하며
유해 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하여 책임있는 제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Product Circularity

물류센터에서는 친환경적 에너지 활용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제품 뿐만 아니라 판매시 제공되는 
포장재 또한 지속가능 소재로 전환해나가고 있습니다. 고객,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휠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 Business Commitment # Climate Action

협력사 선정 프로세스 및 정기평가에 ESG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Caring for People
# Supply Chain Transparency

Disposal and Recycling
폐기 및 재활용

Distribution and Sales 
유통 및 판매

Resources and Materials  
원자재 및 소재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제조 및 생산

E
S

G

고객 임직원 공급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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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ircularity

지속가능 소재 R&D 진행 및 Sustainable Materials 
Tracking Board 체계화

유기농 섬유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인증 획득

제품 부문별 지속가능 소재 활용비중 확대 

휠라의 순환적 가치사슬을 고려한 제품 순환 체계
(친환경 소재, 유해물질 관리, 제품 생산, 
포장재 전환, 폐기물 감축) 구축

제품 선순환(Product Circularity) 
실현을 위한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기반 구축

협력사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정기 화학안전 검사 진행

소재 및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ZERO

지속가능 의류, 용품, 언더웨어 제품 
2021년 최초 런칭

지속가능 신발 제품 2020년 대비 
2021년 생산량 9배 증가

신발 및 의류·용품 지속가능 제품 라인 
10% 이상 달성

협력사 대상 ZERO WASTE 프로그램 지원 확대

자원순환 지향적 폐기물 저감 체계 확대 

[12.3]
2030년까지 합의된 국제체계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한다.

Target and PerformanceSustainability Context
심각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로 인하여 환경 이슈는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
이며, 관련 법규정 상 기업의 책임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친환경 소재, 폐기물 관리 
등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제품 
선순환은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Strategic Approach
휠라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며, 폐기물 및 유해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속가능소재의 개발과 제품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by 2025

by 2025

by 2025

by 2025

b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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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배출 최소화 노력 
휠라는 제품 내 포함된 각종 유해 화학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 및 실행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산제품을 대상으로 글로벌 유해 화학물질 기준

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정기적 안전 요건 검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휠라는 가족이 입는 제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유해성이 있는 염료

나 원단에 대한 사용을 금하고,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년 유해성 

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와 부자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며 제품 제작 후 완제품 상태에서 2차 

검사와 출고 전 3차 검사를 거칩니다. 한편 사용 폐기물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방출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각이 아닌 파쇄 등의 	

친환경적 처리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유해물질 저감 방안 실행
휠라는 유해물질 및 화학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신발 제품 

갑피 부분 생산 시 사용되는 유성접착제를 친환경 수성접착제로 전

환하고 있습니다. 수성접착제를 사용한 신발 제품 생산량은 2021년 

59만 8천 족으로, 전년 생산량 23만 7천 족 대비 약 2.5배 증가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성접착제에 함유된 벤젠(Benzene), 톨루엔

(Toluene), 스티렌(Styrene) 등 유해 화학물질과 폐기 단계 시 발생

하는 환경 부하를 저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산 단계에서 내연기관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협력사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을 10%까지 확대

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휠라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공급망이 환

경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친환경 염색 기술(Drydye) 적용 검토
휠라는 섬유 업계의 물 사용량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섬유 염색 

과정에서 물과 화학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염색 공법인 

드라이다이(Drydye) 기술을 적용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존 

섬유 염색 방식에서는 세탁, 표백, 염색, 린스 및 마감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용해제로 사용됩니다. 드라이다이(Drydye) 공법은 이산

화탄소에 열과 압력을 가할 때 나타나는 액체와 기체 두 가지 성질

을 이용하여 액체 성질을 염료 용해제로 사용하고 기체 성질을 염색 

착화 및 건조 유도제로 사용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현재 베트남 

내 협력사 일부에서 당사 제품을 대상으로 테스트 중에 있으며, 해

당 기술 적용 시 물 사용량이 대폭 절약될 뿐 아니라 폐수 발생 또한 

상당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계면활성제 등 염색 과정에 	

들어가는 약품들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환경 영향이 줄어들며, 염색 	

완료 후 건조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에너지 사용 또한 5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속가능 제품의 확대 
휠라는 지속가능한 소재와 공정 방식을 활용한 지속가능 제품을 

확대하고,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격적으로 지속가능 제품을 출시했고, 2021년 휠라의 지속가능 

제품 라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휠라코리아는 신발 제품	

EARTH TOUCH와 의류 및 용품 제품 EARTH FEEL로 EARTH 

TOGETHER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EARTH TOGETHER의 로고는 

휠라 헤리티지 로고를 재해석한 것으로, 휠라 브랜드의 역사적 가치

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 지속가능 제품 라인 ‘얼스(EARTH)’ 로고 변천사

휠라코리아 지속가능제품 생산량 확대

제품 선순환 (Product Circularity)

휠라는 지구 환경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친환경 소재 개발과 자원 재활용 등 자원순환 구조의 생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친환경 소재 및 공정 연구개발
휠라는 제품의 기획 단계를 지속가능성의 첫 단추이자 제품 생애	

주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부서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성능과 환경적 

특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소재와 그에 맞는 생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하고 윤리적인 자재 조달을 위해 노력을 아끼

지 않고 있습니다.

휠라는 친환경 제품군의 확장을 위해 생산과 관련된 지속가능 소재	

및 공정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체계화해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신발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해 

‘Sustainable Materials Tracking Board’를 구축했습니다. 부산

에 위치한 패스트 센터(FAST CENTER, FILA Advanced Science 

& Technology Center)에서 신발에 적용할 친환경 소재 및 공정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합니다. 폐가죽, 코르크, 커피가루 등 다양한 

폐기물을 원자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며, 자원 재활용뿐만 	

아니라 천연 유기 재료인 삼베와 해조류, 식물껍질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친환경 소재 연구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

으로 신발 상품기획팀 및 신발개발팀과 협업하여 휠라 신발 제품에 

더욱 적합한 소재를 선정합니다. 이후 중국 진장(Jinjiang)에 위치

한 글로벌 소싱센터에서 협력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원자재 확보 등 

실제 생산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친환경 제품 개발, 생산의 전문성 그리고 안정

성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의류 또한 제품 기획을 담당하는 상품기획 부문과 중국 글로벌 소싱

센터의 원자재 소싱 부문이 협업하며 지속가능제품을 제작하고 있

습니다. 휠라 제품의 주요 카테고리인 퍼포먼스(Performance)와 

헤리티지(Heritage)에 따라 구별되는 기능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여 

제품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즈 제품

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자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지속가능제품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휠라 자원순환 체계

휠라의 지속가능성 개선 원자재 및 공정

친환경 소재와
공정 연구개발

자원순환 지향적
폐기물 감축

원자재 선택 시
유해물질 관리 감독

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전면 대체

지속가능 제품의
확장과 생산

원자재 공정

생분해가능
폐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로 완전히 분해되는 것

‧기존 자재 100%를 살리며 재활용 가능한 소재 개발

‧몰드 성형방식 개선을 통한 공정 간소화

‧자재 파편 및 폐기물 활용 가능 용법 개발재활용 & 업사이클링
기존의 가치를 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한 제품으로 재탄생

친환경 천연자원을 활용한 제품 생산

* 휠라코리아 제품 연간 생산량 기준
* 	각 부문별 지속가능 제품 최초 런칭 시점이 상이함. 신발의 경우 2020년부터 관련 

제품 출시로 전년 대비 비교가 가능하나, 의류, 언더웨어, 용품은 2021년 최초 런칭 

2020 2021

900%

2021 1.7%

전체 용품 대비

전체 언더웨어 대비

2021

2021

202116.9%

1.7%

10.9%

전체 성인의류 대비 전체 키즈의류 대비

FILA FOCUS o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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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TH TOUCH Classic Kicks B v2 EARTH TOUCH Euro Jogger 93/21 EARTH TOUCH Court Plumpy

생분해가능 100% 재활용 종이 소재 갑피
연소 시 물과 탄소로만 분해 배출

매립 시 유해 물질 유출이 없는 친환경 소재

폐코르크 재활용 소재로
코르크 시트 제작

미드솔에 래핑하는 방식 개발

재활용 합성 가죽
친환경 방수재 사용

재활용 코르크 등 신발 갑피 65% 이상
친환경 소재 적용 

SOLARball Sorona Polartec MIPAN regen Coolmax

거위털과 오리털 수준
필파워의 인공 충전재

옥수수 원료로 만든 친환경 
나일론 원사

100% 재활용 물질로 만든 
생분해성 섬유

Pre-consumer 폐기물로 
만든 재활용 나일론

섬유 폐기물과 페트병을
재활용한 원단

풋웨어
신발은 의류 및 용품 대비 신발 갑피, 미드솔, 아웃솔 등 구성요소가 

다양하여 지속가능 제품 기획 및 생산 시 휠라만의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갑피 패턴 조정과 미드솔 내구성	

강화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자재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휠라코리아가 2020년 첫 선을 보인 지속가능 

신발 EARTH TOUCH 컬렉션은 해를 거듭하며 제품 디자인 및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또한 확대하여 2020년 대비 2021년 

생산량이 9배 증가하는 등 지속가능 제품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

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생각하는 첫 발걸음 지구와의 따뜻한 공감

Organic Cotton Vegan Leather Recycled Leather ECOLON Tencel

유기농으로 재배한
유기농 순면

식물을 원료로 만들어진
모조 가죽

폐가죽을 재활용해
만든 가죽

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PE 원사

친환경 목재에서 추출한 
재생 섬유

EARTH TOUCH 지속가능 소재 EARTH FEEL 지속가능 소재

RDS
책임 있는 다운 기준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에서
동물 복지 시스템을 준수했음을 인증

GOTS
글로벌 유기농 섬유 사용
유기농 섬유의 품질과 사용에 대한
국제적 인증

OCS100
유기농 원료 기준
제품의 95% 이상의 유기농 원료가
사용되었음을 인증

Tyvek Recycled Synthetic Recycled Grind Cork

연소·매립 시에도 유해물질이 유출되지 않는 
100%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

85%의 재활용 폴리에스터와 
15% 폴리우레탄을 조합해 만든 재활용 합성가죽

폐코르크를 재활용해 만든 
코르크 시트

Recycled Canvas Recycled Phylon Recycled Grind Rubber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만든 
컨버스 원단

자투리 폐자재를 분쇄해 재활용한 
신발 밑창

폐고무를 갈아서 만든 
재활용 고무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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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종이를 
사용한 제품 태그

생분해성 비닐봉투

FSC 인증 재생종이로 
제작한 신발 포장박스

100% 재활용가능 
신발 포장부자재 슈인서트

의류
휠라는 2021년 지속가능 자재를 활용한 의류를 최초 런칭했습

니다. 제품 기획 시 친환경에 적합한 소재인 소로나(Sorona), 	

쏠라볼(SOLARball), 재활용 폴라텍(Recycled POLARTEC) 	

소재 및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RDS(Responsible Down Standard) 인증 소재를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 의류제품 생산량을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2025년까지 전체 의류제품 대비 20%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2021년 지속가능자재를 사용한 의류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연간 전체 의류제품 생산량 대비 지속가능 제품 생산량 

비율 성인의류 16.9%, 키즈의류 10.9%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키즈 의류제품을 착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소재 적용에 	

포커스를 두고 제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GOTS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국제 유기농 섬유 기준) 인증 

획득을 위한 심사과정이 완료되어, 성인 및 키즈를 아우르는 패밀리 

제품 라인업이 2022년 3분기 출시 예정입니다.

휠라 미국법인은 휠라의 코어 스포츠인 테니스 라인 의류 제품

에 지속가능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폴리에스터

(Recycled Polyester), 재활용 나일론(Recycled Nylon) 등 지속가능 

소재가 활용된 테니스 라인 제품의 경우 전체 테니스 제품 생산량 

대비 2021년 0.7%에서 2022년 40.3%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쏠라볼(SOLARball) 인공 충전재가 
함유된 스튜디오 하이브리드 베스트

동물복지 RDS 인증 다운충전재를
활용한 키즈 4단 블럭 중다운 자켓

언더웨어
휠라코리아는 2021년 친환경 언더웨어 컬렉션을 최초 런칭했습니다. 휠라 친환경 언더웨어 제품은 	

친환경 공정과 제품 기능성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고기능성 원사와 지속가능소재인 에코론(ECOLON) 

및 텐셀(Tencel)을 각 50% 혼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소재로 활용된 에코론(ECOLON)은 GRS(Global 

Recycled Standard, 글로벌 리사이클 기준) 인증을 받은 소재로써 PET병을 재활용하여 제작되며 쓰레기 

발생량 저감, 에너지 및 석유자원 사용 절감 및 탄소발생량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텐셀(Tencel)

은 지속가능한 조림에서 채취한 너도밤나무에서 추출한 원료로 제조되며, EU 에코라벨(Ecolabel) 	

인증, 생분해가능 인증, 미국농무부(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바이오 소재 우선사용

(BioPreferred) 지정을 받은 소재입니다. 

 

용품
휠라코리아는 2021년부터 가방과 모자 등 용품에 지속가능자재를 적용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점차 지속가능제품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 용품 제품은 2021년 약 13,000여 개, 2022

년 약 60,000여개로 약 4.6배 증가가 예상됩니다. 전체 생산된 에코백의 25%는 CO2 저감에 기여하는 

100% 재활용 나일론(Recycled Nylon) 소재 마이판 리젠(MIPAN regen)을 사용했습니다.

마이판 리젠은 폐기된 제품을 재활용한 자재가 아니라,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사 폐기물(Pre-

consumer waste)을 재활용해 만든 자재입니다. 

또한 비건 레더 및 폐가죽을 활용한 제품을 기획해 2022년 8월 출시 예정입니다. 제품에 사용된 비건 레더 

비제아(VEGEA)는 와인을 제조하고 남은 포도 껍질과 줄기로 만든 식물성 가죽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는 270억 리터의 와인이 생산되며 와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도 찌꺼기는 70억 리터에 달합니다. 특히 

기존 가죽은 연성공정에서 다량의 물이 소요되나 비제아(VEGEA) 가죽의 경우 생산에 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동물의 가죽을 무두질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처리물질 또한 사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동물

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써 휠라가 지속가능한 생산을 실천해 나가는데 적합한 소재입니다.

지속가능 커뮤니케이션 
휠라코리아는 2021년 자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SUSTAINABILITY’ 탭을 신설하여 EARTH 라인의 제품

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휠라는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다양하게 제공

하여, 제품 선순환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휠라는 그린워싱(greenwashing) 

리스크를 경계하고, 제품의 환경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포장재 적용 확대
휠라는 제품 판매 과정에서 포장재 및 각종 자재의 친환경 전환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휠라

코리아는 비닐포장재의 두께를 기존 0.045mm에서 0.035mm로 축소하여 원자재인 폴리프로필

렌(Polypropylene) 사용량을 감축하였고 비닐봉투의 원자재 성분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Polyethylene)이 혼합되어 재활용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폴리에틸렌 단일 자재로 전환하였습

니다. 2022년 7월부터 비닐봉투 전량 소진 후 추가 생산없이 재생수지 재활용 폴리에스터(Recycled 

Polyester) 50%로 제작된 포장재를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자재 절감과 지속가능 자재 활용 증대

가 기대됩니다. 휠라 미국법인은 포장재를 지속가능한 소재로 교체하고 있으며, 무독성 생분해가능(non-

toxic biodegradable) 비닐봉투 개발과 인증에 성공하였습니다. 휠라 미국법인은 2022년 전체 포장지의 

50%를 생분해가능 포장지로 대체하고, 2023년까지 100% 대체할 계획입니다.

100%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 마이판 
리젠을 활용한 휠라 에코백 

휠라의 지속가능한 포장재

재활용 소재 인증서

재활용 나일론을 활용한 테니스 라인 지속가능 의류 제품

친환경 텐셀 및 재활용 폴리스판을 	
사용한 휠라 언더웨어 에코라인 컬렉션

*휠라 미국법인 테니스 라인 제품 수량 기준

테니스

2021 2022

0.7%

40.3%

휠라 미국법인 지속가능 테니스 의류 확대

Bas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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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소재 신발 박스 및 부자재
휠라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받은 100%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여 신발 제품 박스 포장재를 제작하고 있습니

다. 신발 박스 제작을 위해 사용된 재활용 종이는 2019년 7,900 톤, 

2020년 5,300 톤, 2021년에는 약 8,000 톤에 달합니다. 

신발과 의류에 부착된 제품 태그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재활용

이 불가했던 기존 코팅 프린트 방식의 태그를 UV 방식으로 인쇄한 	

재활용 가능 종이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태그 한 개당 무게를 

900 GSM(Gram per Square Meter)에서 절반인 450 GSM으로 

줄였으며, 409만 6천개의 태그에 적용해 총 18억 4,320만 GSM에 

달하는 종이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휠라 미국법인 역시 제품 태그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0% 대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부 

포장에 사용되는 티슈 페이퍼(tissue paper: 박스 포장 시 신발을 

감싸는 얇은 종이 포장재)와 품질 보증표, 의류 관리 라벨(label) 및 

스위프트 태그(swift tag: 브랜드 라벨 및 정보를 제품에 부착할 때 

사용되는 태그)의 친환경 소재 전환 및 대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발 제품 부자재 중 하나인 슈인서트(shoe insert: 신발 앞부

분 모양을 잡아주는 종이 부자재)에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해 단위당 무게를 59g에서 32g으로 45% 절감하였으며 	

2022년까지 미국법인 전체 신발 제품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판매에 활용되는 포장재 외에도, 생산공정 상 사용되는 포장재에도 

신규 자재(virgin material)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류제품 공정상 2021년 연간 플라스틱 포장

재 사용량 68,000 톤 중 60%가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40%가 자

연생분해가능 플라스틱이었으며 전체 중 45%인 약 30,000 톤을 

재활용하였습니다.

휠라 미국법인 지속가능 부자재 확대 계획

폐기물 관리 체계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업스트림 & 

다운스트림 관리
우수한 운영 폐기물 데이터 관리 온실가스 관리

- 폐기물 관리 방침·
  절차 정책 제정 및 
  배포

- 폐기물 관리 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교육 계획 수립

- 폐기물 재활용가능성에 
  따른 구분, 개별 수거함 
  배치 및 관리

- 사업장 내 폐기물 
  컨테이너 설치 및 
  주기적인 관리

- 고형 폐기물 데이터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 데이터 관리

-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 평가 및 
  모니터링

- 폐기물 교육 시행 
  결과 보고서 기록

- 포장재 생산 시 재활용 
  자재 활용

- 샘플 개발 시 재활용 
  자재 우선 사용

- 폐기물 재활용가능성에 
  따른 구분 및 데이터 
  관리

- 탄소배출량(Scope 1 
  & Scope 2) 측정 및 
  저감목표 설정

- 정기적 폐기물 발생량 
  목표 설정

- 자재 파편 및 몰드 
  활용방안 제정 및 
  운영

자원순환 지향적 폐기물 감축 
휠라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제품 순환 구조는 최대한의 자원 활용과 

최소한의 폐기물 생성입니다. 이를 위해 가치사슬 내 폐기물 발생 비

중이 큰 협력사들이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해 제품 순환

성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

력사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감축하고 폐기물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폐기물 관리업체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시스템 도입
휠라는 협력사가 FDRA(Footwear Distributors and Retailers of 

America, 미국 신발 유통 및 소매 협회)가 후원하고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 솔루션 제공업체인 ELEVATE가 운영하는 협력사 대상 폐기

물 관리 프로그램(ZERO WASTE Program)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

정적·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패션

산업의 친환경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FDRA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은 2019년 최초로 시작해 2020년까지 

중국 푸젠성(Fujian)에 위치한 신발 주요 협력사 1 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매립률, 	

소각률,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낮추는 것은 물론, 협력사와 지역 

내 폐기물 재활용 관리업체를 연결하여 사업장의 수익성을 함께 제

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신발 주요 협력사 2 개사

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일부 지연되

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2022년 중국 내 모든 

신발 협력사, 2023년 베트남 내 의류 협력사에서 추가 실시할 예정

입니다. 

2021년 휠라는 6개의 주요 기준과 상세 평가지표에 따라 해당 협력사	

의 현황을 분석하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이루어 냈습니다. 각 	

기준별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4개 등급(Top, High, Medium, 

Low)으로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프로그램 이후에도 해당 협력사가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

다. 두 협력사 중 특히 개선 성과가 두드러진 JM 협력사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감축과 관리를 위한 기회요소들이 식별되었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물 매립 및 소각률을 77%에서 0%로, 

폐기물 재활용률을 23%에서 100%로 개선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시스템

ZERO WASTE 프로그램 관리 체계 및 주요 성과

폐기물 매립 및 소각률*

77%     0%

폐기물 재활용률*

23%     100%
협력사 ZERO WASTE

프로그램 확대

폐기물 관리 6대 원칙 및 
세부 평가기준 수립

ZERO

*협력사 JM(Jialaimeng)의 2021년 성과

2021

40% 20% 0% 0% 0%
2021 2021 2021 20212023

100% 100% 100% 99% 100%

2023 2023 2023 2023

행태그 메인 라벨 케어 라벨 스위프트 태그 티슈 페이퍼

2022

80% 70% 70% 50% 50%

2022 2022 20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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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Action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Target and PerformanceSustainability Context
국제사회는 친환경 저탄소 경제 체제로의 대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탄소 저감을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기후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패션산업에서는 친환경 
원재료 조달, 생산 및 물류 과정의 탄소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trategic Approach
휠라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은 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과학적 근거 기반의 목표 도출과 글로벌 탄소 관리 	
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향후 탄소 관리 범위를 모든 직접 운영 법인과 협력사로 	
확대하여 휠라의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를 모니터링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가 목표 하는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탐구하고 
각 주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휠라 그룹 주요 법인 기후변화 관리 시스템 체계화

한국 물류센터 100% 페이퍼리스 전환 통해 
약 2.4톤 탄소배출 저감

주요 법인 사무실 및 사업장 용수사용 및 
폐수 발생 정보 취합 및 분석

 TCFD 지지 선언 및 CDP 정보 공시 

한국·미국 물류센터 내 100% 전기 운송수단 사용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및 중장기 탄소저감 목표 설정

직접운영 법인 및 사업장 탄소저감

전략적 물 관리 대응체계 마련

by 2025

by 2025

b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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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환경경영
휠라는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의 회원

으로서 UNGC의 10대 원칙을 준수합니다. 특히 휠라 그룹 환경경영	

체계에 UNGC ‘환경’ 부문 원칙들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휠라 그룹의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은 0건이었으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정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

다.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글로벌 기준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지지하며, TCFD 권고안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해당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 기후 행동의 중요한 척도인 과학 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SBT, 

Science Based Targets)를 도출하고 그룹 차원의 탄소중립(Net 

Zero)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FILA 환경경영체계 중 UNGC ‘환경’ 부문 원칙

기후변화 대응 전략
휠라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제품 및 공정 과정에서 변화를 만들

어 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두 부문의 노력을 순환형으로 통합

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

회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환경 경영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습

니다. 

제품 과정에서는 신발, 의류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가능한 방식

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공정 과정에서는 에너지, 용수 등의 자원 

사용과 폐기물, 화학물질, 폐수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크고 작은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패션산업의 소비자는 환경 인식 수준이 높고,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영향력이 중대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책임을 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하여, 정확한 현황 분석과 실현 	

가능한 과제 설정이 중요합니다. 휠라는 2020년부터 매년 ESG 영역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를 도출

하고 핵심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이슈

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측면에서 2년 연속 핵심 대응 이슈로 도출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기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대내

외 리스크와 휠라에 최적화된 실행 과제를 수립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및 대응방안

기후변화 대응 (Climate Action)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글로벌 차원의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휠라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환경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세계 휠라 주요 법인과 협력사가 공통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유기적
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각 주체가 실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대응방안

전환 리스크 ˙R&D 투자 및 기술 혁신

˙제품 포트폴리오 지속가능성 전환

˙글로벌 법규‧제도 상시 모니터링

˙그룹 차원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물리적 자산 손해 가능성 검토 
    및 예방안 마련

˙원자재 수급 다변화

˙구조적 기술 혁신
˙기후변화 정책

물리적 리스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환경변화

탄소중립을 향한 휠라의 노력 
2021년 휠라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수 년 내 탄소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선언적 약속을 	

섣불리 제시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정확한 측정과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글로벌 탄소관리 체계 구축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 COP26(the 

26th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의 목

표 수준과 시점에 대해 공통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는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휠라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두번째 

해인 2021년 글로벌 탄소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휠라는 

글로벌 그룹으로서 직접 운영 법인에서 시작해 공급망 내 협력사에 이르

기까지 전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산업의 특

성 상 원재료의 공급과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Scope 3 범위까지 탄소배출 

측정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휠라는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시키는 모든 환경임팩트를 대내외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온실가스 회계 및 보고 	

표준인 ‘온실가스규약(Greenhouse Gas Protocol)’*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내부적인 실행 방법론을 명확히 수립하였습니다. 	

방법론의 왜곡으로 인해 실행이 수반되지 않은 성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탄소

의 절대배출량과 함께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 사업의 성과와 통합 연계된 탄소관리 성과를 보고하고 있

습니다. 휠라는 탄소 측정 및 관리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 법인 관리 범위를 전년 두 개 사 대비 올해 다섯 개 사로 

넓히는 동시에, 각 법인에서 해당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기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부하 수준이 높은 물류센터(한국, 미국)를 사업장 범위에 

포함해 탄소 감축 솔루션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경우 1차 

협력사 중 일부를 주요 협력사로 선정해 주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협력사의 탄소 배출량을 관측하고 관리 방법을 교육하

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휠라는 탄소 측정 및 관리 범위를 

모든 직접 운영 법인과 전 협력사로 확대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성공적으로 감축하여 국제사회 목표치의 선제적 

달성을 목표 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규약(Greenhouse Gas Protocol):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글로벌 프레임워크로 온실가스를 다음과 같은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Scope 1: 회사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자원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구매한 전기, 열, 스팀 등을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nalysis): 휠라 그룹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영역에서 중대 이슈 도출을 위한 설문 진행
	 (2021년) 중대 이슈 총 7개 中 기후변화 대응 이슈 3개: ‘친환경 제품 및 소재’ 
	 (1순위), ‘원재료·자원 관리’ (6순위), ‘온실가스 배출 감축’ (7순위)
	 (2020년) 중대 이슈 총 8개 中 기후변화 대응 이슈 2개 : ‘에너지 관리’ (1순위), 
	 ‘온실가스 배출 관리’ (2순위)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Businesses should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purchased goods 
and services

capital goods

fuel and 
energy related 

activities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waste 
generated in 
operations

business 
travel

employee 
commuting

leased assets

Scope 2
IN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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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company 
facilities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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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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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sold 
products end-of-life 

treat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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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d assets

franchises

investments
purchased electricity, steam, 
heating & cooling for own use

원칙 7

원칙 8

원칙 9
upstream activities reporting company downstream activities

CO2 N²O PFCSCH2 HFCS SF6

FILA FOCUS on E

온실가스규약(Greenhouse Gas Protocol)에 따른 배출범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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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라 그룹으로 공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집약도는 동 보고서 상 주요 공시법인인 휠라홀딩스 및 휠라코리아, 휠라 미국, 휠라 스포트(홍콩), 몬테벨루나의 배출량을 합산한 값임
* 2020년 1월 휠라코리아와 휠라홀딩스의 물적분할로 인해 휠라홀딩스의 데이터는 2020년부터 존재함 (이하 모든 데이터 동일)
*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시 온실가스규약(Green House Gas Protocol) 방법론을 따르며, 대한민국 소재 사무실 및 사업장의 전력량 계산에 한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준을 따름
* 작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확대에 따라 최근 3개년에 대해 범위 및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하였음. 따라서 2020년, 2019년 배출량이 작년도 공시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온실가스 집약도는 휠라홀딩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함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 휠라홀딩스: 한국 서울 사무실, 한국 부산 패스트센터 사무실
	- 휠라홀딩스: 한국 서울 사무실, 한국 이천 물류센터

휠라홀딩스와 휠라코리아는 2019년 7월 한국 서울 천호동 사무실로 이전하였으며, 두 법인은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므로 면적에 비례해 데이터를 산출하였음 (이하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데이터 동일)
스팍스글렌코, 매그너스홀딩스 및 몬테벨루나 한국 지사는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나 본 보고서의 주요 보고대상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법인들의 데이터는 별도 공시하지 않음
(이하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데이터 동일)

	- 휠라 미국: 미국 뉴욕 사무실, 미국 메릴랜드 사무실, 미국 볼티모어 물류센터
	- 휠라 스포트(홍콩)ㆍ몬테벨루나: 중국 진장 글로벌 소싱센터

휠라 스포트(홍콩)과 몬테벨루나 두 법인은 모두 중국 진장 글로벌 소싱센터에 소재하며, 건물 내 사무실, 휴게공간,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므로 통합 공시함 (이하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데이터 동일)

휠라 주요법인 온실가스 배출량

법인명 범위 단위 2021 2020 2019

휠라 그룹 직접배출(Scope 1) tCO2e 1,245.9 1,796.2 1,771.0

간접배출(Scope 2) tCO2e 3,005.5 2,831.4 3,020.7

총계 tCO2e 4,251.3 4,627.7 4,791.7

집약도 tCO2e/십억원 1.1 1.2 1.3

법인별 배출량

휠라홀딩스 직접배출(Scope 1) tCO2e 7.5 7.1 N/A

간접배출(Scope 2) tCO2e 130.8 61.7 N/A

소계 tCO2e 138.3 68.9 N/A

휠라코리아 직접배출(Scope 1) tCO2e 9.1 13.3 60.9

간접배출(Scope 2) tCO2e 1,267.6 1,123.8 992.0

소계 tCO2e 1,276.7 1,137.1 1,052.9

휠라 미국 직접배출(Scope 1) tCO2e 1,159.8 1,775.8 1,710.1

간접배출(Scope 2) tCO2e 1,571.1 1,645.9 2,028.7

소계 tCO2e 2,730.9 3,421.7 3,738.8

휠라 스포트(홍콩)ㆍ
몬테벨루나

직접배출(Scope 1) tCO2e 69.4 N/A N/A

간접배출(Scope 2) tCO2e 36.0 N/A N/A

소계 tCO2e 105.4 N/A N/A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기업의 환경적인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현재 및 미래의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휠라는 전세계 13,000	

여 개 기업 및 지역과 더불어 2021년 최초로 CDP*에 참여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환경적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자, 회사, 지역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글로벌 환경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 자선단체

휠라 물류센터 폐기물 발생량

휠라 주요법인 수자원 사용량

* 용수 사용량 산정 범위:
  - 휠라홀딩스: 한국 서울 사무실
  - 휠라코리아: 한국 서울 사무실, 한국 이천 물류센터
    한국 이천 물류센터는 산업용수 및 생활용수 전량을 지하수로 공급받고 있어 정확한 사용량 측정이 불가하나, 저수조 청소시 용수 전량을 소진 및 배출하므로 저수조 용량을 
    기준으로 연간 용수 사용량을 측정함
  - 휠라 미국: 미국 뉴욕 사무실, 미국 메릴랜드 사무실, 미국 볼티모어 물류센터
  - 휠라 스포트(홍콩)ㆍ몬테벨루나: 중국 진장 글로벌 소싱센터

탄소저감 활동 
휠라는 탄소관리 체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실천 가능한 다양한	

탄소저감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휠라는 당사 임직원들이 

IMPACT MAKER가 되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교육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임직원 개개인의 노력

과 더불어 조직차원에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저감 방안

을 적용하고 중장기적 솔루션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친환경 설계 및 폐기물 재활용
한국 물류센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건설	

되었습니다. 에너지 비용을 감축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조명 

대비 소비전력이 50% 낮은 LED 전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산업용수	

및 생활용수에 100% 지하수를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일반용수

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MBR(Membrane Bio Reactor) 고도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 방출수의 수질오염 정도를 법적 기준 이상	

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5mg/ℓ)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일 방출 용량(m3) 등을 엄격하

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폐수 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

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한국 물류센터 내 운송에 사용되는 종이박스 파지는 2018년부터 	

전량 재활용하여,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2018-2021) 재활용한 파지는 약 790톤, 	

재활용을 통해 수익화한 금액은 약 7,900만 원에 달합니다. 미국 	

물류센터 또한 파지 재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2021년 

약 343톤(756,700파운드)의 파지를 재활용하였습니다. 현재 환경 

부문의 개선을 위하여 제품 재고 폐기 시 수반되는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을 도출

해 탄소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명 범위 단위 2021 2020 2019

물류센터(한국) 총 폐기물 배출량 ton 414 478 344

재활용량 ton 200 231 279

소각량 ton 214 248 66

물류센터(미국) 총 폐기물 배출량 ton 411 360 460

재활용량 ton 343 297 374

매립량 ton 68 62 86

법인명 범위 단위 2021 2020 2019

휠라홀딩스 용수 사용량 m³ 845 695 N/A

휠라코리아
용수 사용량 m³ 5,010 4,116 3,038

지하수 사용량 m³ 578 578 578

휠라 미국 용수 사용량 m³ 7,647 N/A N/A

휠라 스포트(홍콩)ㆍ
몬테벨루나

용수 사용량 m³ 25,965 N/A N/A

* 폐기물 발생량 산정 범위:
	 - 주요 법인 사무실에서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나 건물 전체 단위로 관리되므로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할 수 없음. 따라서 사무실에 비해 폐기물 발생량이 유의미한 물류센터에	
	   한해 공시하며, 한국/미국 물류센터는 각 휠라코리아, 휠라 미국법인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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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물류센터 이동전표 전산화로 인한 연간 탄소 배출량 절감효과
: 2.9 g (A4 용지 1 장당 탄소배출량) x 840,000장 = 2.4 톤

한국 물류센터

페이퍼리스(paperless) 업무환경 조성
휠라는 2019년부터 종이가 필요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업무시스템을 Google 

G-Suite 기반으로 전환했으며, 해당 시스템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종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글 크롬북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크롬북 지급률은 최초 지급 연도인 2019년 전체 임

직원 중 25%에서 2021년 기준 49%까지 상승했습니다. 종이 문서

를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업무 효

율성 등 IT 혁신 측면에서도 순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물류센터의 경우 2021년 매장 간 종이 이동 전표를 

100% 전산화하였고, 이를 통해 매년 이동 전표로 소모되던 종이 	

사용량 약 84만장 및 소요비용 약 76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약 2.4톤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한 효과와 동일합니다.

주요 직접 운영 법인인 한국(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과 미국(휠라 

미국, 물류센터)의 최근 3 개년 종이 사용량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물류센터의 경우 전량 FSC 인증 종이를 구매하고 있

습니다. 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 사무실 역시 2022년부터 FSC 인증 

종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휠라 주요 법인 종이 사용량

에너지 절감 캠페인 및 정기적 환경교육
휠라홀딩스와 휠라코리아가 위치한 서울 사무실과 휠라 미국법인 

사무실, 한국 물류센터는 근무 시간 외 전체 소등을 하고 있습니

다. 휠라 미국법인은 매년 5월 지구의 날을 기리며 교육 자료를 배포	

해 임직원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휠라홀딩스와 휠라코

리아는 사보 <FILAGRAM>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속가능성 및 환

경 관련 교육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내 에너지

의 날을 지정해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간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기획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휠라는 <FILA 	

M.O.V.E.>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방면에서 임직원의 행동변화를 도모

하고 있으며, ‘GREEN’을 주제로도 캠페인을 진행해 임직원의 에너지 

저감을 강조했습니다. FILA M.O.V.E. GREEN 캠페인에서는 1인당 

100W의 전기를 아끼고 재활용과 친환경 제품 사용을 진작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동참으로 자원절약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입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휠라 웰컴 

키트에 텀블러를 포함하여 종이컵 사용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
한국 및 미국 각 물류센터에서는 센터 내 물류운반을 위해 사용되는 

지게차, 오더 픽커(order picker) 등 운송수단으로 내연기관 운송

수단이 아닌 전기 운송수단을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한국 25

대, 미국 40대). 휠라홀딩스 및 휠라코리아가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법인차량들 또한 일정 기간의 사용연수 이후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

고자 합니다. 현재 내연기관인 법인차량의 탄소배출량의 관리 및 저감

을 위하여 해당 차량의 이동거리와 주유비용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

고 있습니다.

미국 물류센터

* 	종이 사용량 집계 범위: 한국(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 물류센터), 미국(휠라 미국, 
물류센터)

** 	2020년의 경우 COVID-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종이사용량이 큰 폭
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항목 단위 2021 2020** 2019

종이 
사용량

장 1,937,250 903,000 2,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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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ing for People

[1.5]
2030년까지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복원력을 구축하고 극심한 기후관련 재해 및 경제, 사회, 환경적 충격과 재난으로부터 노출과 
취약성을 경감한다.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및 기타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증진하고 확대한다.

전체 매출대비 0.7%, 
영업이익 대비 3.4% 사회 환원 
(전년 대비 각 6.9배, 4.6배 증가)

휠라 글로벌 CSR 전략 이행 통한 임팩트 창출 

임직원 대상 리더십, 직무역량, 자기계발, 
ESG 교육, 개인별 코칭 등 
인재개발 프로그램 진행

글로벌 인재 경영 중심의 지원 확대

중대 산업재해 발생 0건

안전보건 관련 이슈 발생 ZERO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
(Diversity, Equity, Inclusion &
Community Council)
결성 및 워크숍 실시 

인권 관련 이슈 예방 및 100% 대응

소비자 문의채널 대응률 97.7% 조치 및 
리콜 프로세스 100% 이행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

Target and Performance

Sustainability Context
2019년 글로벌 대표 기업 CEO가 참석해 세계의 현안을 나누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BRT, Business Roundtable)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목적이 ‘주주 자본주의
(Shareholder Capitalism)’가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임을 밝혔습니다. 휠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에게서 창출된다는 	
원리에 깊이 공감하고, 임직원에 대한 투자,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협력업체와의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Strategic Approach
휠라는 공정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함께할 구성원들을 양성하고 임직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준수하며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스포츠 패션 브랜드라는 당사의 
정체성을 담아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by 2025

by 2025 by 2025

by 2025

b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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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포용 (Caring for People)

휠라는 임직원, 고객 및 지역사회의 니즈와 미래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개인과 가정, 궁극적으로 사회가 바르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
아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키워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경영 조직 구성
휠라는 지속가능경영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주요 법인인 휠라홀

딩스, 휠라코리아, 휠라 미국, 휠라 룩셈부르크, 휠라 스포트(홍콩) 및 

몬테벨루나를 주축으로 글로벌 지속가능 TFT(Task Force Team)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법인별 인사, 총무, 마케팅, 법무 담당자

들이 글로벌 TFT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그룹 및 자회사의 지속가

능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경영전략본부 전략

기획팀을 주축으로 글로벌 TFT 담당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속

가능경영을 위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그룹사 및 협력사의 운영과 

제품 개발, 생산 및 마케팅 과정의 지속가능경영 방침 및 활동 계획

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TFT가 그룹 전반에 

걸친 ESG 관리 및 성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련 안건 도출 시, 경영 

회의 및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

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휠라홀딩스의 관리자급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관련 

성과관리지표(KPI)를 설정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이를 글로벌 주요 

법인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ESG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활

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휠라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분야에서

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주요 법인의 ESG 성과 달성 및 가치 창출

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수인재 지원과 양성
휠라를 이끄는 원동력은 구성원 모두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과 창의

적인 몰입에 있습니다. 당사는 새로운 발상과 자긍심으로 전체의 발전

을 도모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휠라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신발 분야의 경우, 우수 인재를 선발하

여 학자금을 지원하고 채용 연계 인턴십을 제공합니다. 해당 프로그

램을 통해 2020년 3명, 2021년 5명의 핵심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

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패션 역사를 이끌어갈 주역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성 리더십 확보
당사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휠라홀딩스와 휠라코리아의 관리자급 이상 여성 비율은 2021

년 기준 각각 전체 관리자급 이상 임직원의 약 27.3%와 약 18.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휠라 미국법인은 2019년부터 여성 CEO가 	

법인을 이끌고 있으며 현재 전체 관리자급 이상 여성 비율은 54.4% 

입니다. 휠라는 앞으로도 더 많은 리더가 성별 및 조건에 차별 없이 

능력에 기반해 역량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법인명 구분 2021 2020 2019

휠라홀딩스
전체 임직원 42.7 37.7 N/A
관리직 이상 16.7 18.8 N/A

휠라코리아
전체 임직원 48.3 45.6 40.3
관리직 이상 18.6 16.9 13.0

휠라 미국
전체 임직원 47.4 45.6 45.4
관리직 이상 54.4 55.9 53.8

휠라 스포트(홍콩)
전체 임직원 64.1 66.9 67.1
관리직 이상 48.5 42.3 47.8

몬테벨루나
전체 임직원 69.6 83.9 68.1
관리직 이상 50.0 41.7 37.5

인재 운영
휠라는 전략적인 인력 운영 방법을 채택하여 구성원들이 업무를 통해 

성장에 대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충원 

및 전보 시 팀별 직무기술서, 인적성 검사 결과, 자격요건 등 장기

간 축적해온 조직에 최적화된 내부 인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합니다. 	

임직원들에게 자기신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소속 부서 및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자가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임직원의 인적성 검사 결과와 직군별 특성을 비교 분석

하여 채용 및 인력 재배치 단계에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
휠라는 임직원 교육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교육 등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며 개개인의 경력을 발전시켜 나갈 때 

우수한 업무 성과가 발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직원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내부 리더십 및 전문

성 코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COVID-19으

로 인한 팬데믹 상황 속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0년 대비 ESG 관련 교육을 강화하였

습니다. 글로벌 주요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교육 세션을 두 

차례 진행하였고 사내 매거진, 뉴스레터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ESG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ESG 이해도를 제고하였습

니다. 교육에서 더 나아가 휠라 그룹 내 ESG 주무부서인 휠라홀딩스	

전략기획팀은 글로벌 주요 법인 내 ESG 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부서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휠라 

그룹의 지속가능성 전략 기조를 소통하고 각 부서에서 연간 목표하는 

지속가능성 성과와 활동을 논의했습니다.

이외에도 2021년 9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달라진 근무환경을 반영

한 메타버스 온보딩 교육을 도입하여 유연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

습니다. 또한 본 교육으로 팀 빌딩 가상 공간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COVID-19 상황과 변화하는 생태계에 	

직원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직급별 교육 리더 핵심가치 함양 교육

승진자 교육 관련 직급 역량 강화 교육

직무 교육 각 직무별(MD, 디자인, 회계 등) 현업 역량 향상 

전문성 교육 법무, 회계, 세무 위주 외부기관 직무교육

FILA Fashion 
Academy

디자인, MD, 영업 직무 대상 패션 아카데미 진행

신입사원 및 
경력직 입사자 교육

휠라 소개 온보딩 교육, 조직 적응 지원, 
팀빌딩 훈련 실시

아침특강·
온라인교육

자기계발, 환경 등 주제별 특강 

사회적 책임 교육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내 괴롭힘 
등 사내 관계 관련 법규 교육 

ESG 교육
각 직무 관련 ESG 활동, 글로벌 트렌드 교육, 
논의 워크숍

개인별 코칭
(In-house Coaching)

직무역량 개발 및 업무 목표 달성 개인별 코칭

새로운 발상과 
과감한 도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어려운 일에도
끈기 있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

자기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

열정자긍심

조화 혁신

인재 채용 철학 
휠라는 4대 핵심가치(조화, 혁신, 열정, 자긍심)를 기반으로 인재상

을 정립하고 투명한 인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휠라와 함께 협력

하고 도전을 즐기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체계적인 인성 검사와 전문 

면접을 시행하며, 이 과정에서 지원자가 휠라의 구성원으로서 조화

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

가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고, 이를 통해 본인만의 경력을 개발하고 조직의 가치를 이어

갈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휠라는 신규 입사자

를 위한 HR 핸드북을 제작하여 취업규칙 및 복리후생 정책을 투명

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휠라는 공정한 채용 정책과 절차로 

구성원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FILA FOCUS on S

휠라 주요법인 여성 임직원 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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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휠라는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이 

더 나은 사내 문화 정착의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믿습

니다. 휠라코리아는 전사 임직원이 수평적 조직 문화를 스스로 조성

할 수 있도록 <M.O.V.E 변화관리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상호 업무 이해를 추구하며 시너지를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제를 설정하고 분야와 직급에 관계없

이 활발하게 토의하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의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보다 젊고 에너지 넘치는 집단이 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건강 관리 부문 강화
휠라는 COVID-19 상황 속에서 임직원들의 건강과 업무 환경을 정상

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COVID-19 대응을 위해 전사 공지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임직원

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매일 모든 임직원의 출근 전 자가 진단 

문진표 작성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감염 의심 발생 시 재택근

무로 전환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

하고 쾌적한 일터를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사내 곳곳에 

손소독제, 체온계 및 마스크 등 개인 위생 물품들을 비치하여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휠라 미국법인은 사무실에서 COVID-19 TFT를 운영하여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미국 물류센터(Brandon 

Woods)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COVID-19 검사를 실시하였으

며, 임직원들에게 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COVID-19 관련 정책 및 실천 

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보건 정책도 신규 수립하였습니다.

휠라는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위한 단체 상해 보험과 의료

보험, 치아보험(휠라 미국)의 가입을 지원하며, 전문성 있는 병원기

관과 협력하여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보건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휠라홀딩스 및 휠라코리아는 임직원이 금연 서약서를 작성하고 금연을 

실천할 경우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

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유연한 노동 관리
휠라는 직원들의 정년 이후 고용안정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1년 단위 촉탁 계약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

고 있습니다.

휠라는 고용, 급여, 승진, 징계, 해고 또는 퇴직에 있어 차별 없는 	

정책을 운영하며 관련 임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

고 있습니다. 또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 채용을 우선시하여 

사내 인력을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보상
휠라에서는 임직원의 역할과 업무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반기마다 

이루어지며 사전에 소통된 평가 기준에 따라 보상이 결정됩니다. 전체	

임직원에 대해 목표관리(MBO, Management by Objective) 	

도구를 활용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휠라홀딩스 관리자급 이상 임직원 성과 평가 시 ESG 관련 활동을 

KPI로 설정하여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면적인 구조의 보상시스

템을 구축하고자 동종 산업군 비교분석 결과 데이터와 시장 상황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고 이와 같은 성과 기반 보상 시스템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휠라코리아와 휠라 

미국법인은 파트타임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직책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원금, 복지비, 

식대 등 기타 비용을 임금성 복리후생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휠라 미국법인 역시 2021년 연례 검토 과정에서 보상 및 기본 임금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전문기관

의 컨설팅에 따라 제3자 전문가 인터뷰 및 직책에 대한 성과 지표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칭 지원

맞춤형 세션 코칭 진행

상담 및 상황분석

임직원과 상담사의
코칭 합의

Comments
“	비대면 교육을 처음 접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집중이 잘되었고 처음 접한 메타	
버스를 통한 시간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기에는 짦은 감이	
있었습니다.”

“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게임 등을 통하여 긴장도 풀고 새로운 분들을 알게되어	
좋았습니다.”

메타버스 온보딩 교육자료 임직원 개인별 코칭(In-house Coaching) 임직원 복리후생
휠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결합한 스포츠 관련 복리후생으로 임직원

들의 건강한 체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패션 브랜드로

서 바쁜 직장생활로 건강을 챙기기 쉽지 않은 임직원들을 위해 휠라 

미국법인에서는 법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골프, 수영, 헬스, 클라이밍, 

볼링 등 다양한 스포츠 제휴 시설 및 공연과 전시 등의 문화 생활 시

설을 이용할 수 있는 클래스 패스(Class Pass) 회원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4시

간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휠라의 임직원은 출산 전후 휴가 및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모성보호 관련 복리후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휠라 코리아와 휠라 미국법인은 사무실 내 수유실을 조성하여 아이

와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1년의 육아 휴직이 제공됩니다. 회사 

복리후생 제도 및 인사 전반에 관한 자료는 HR 핸드북 형태로 제작·

배포하여 임직원들이 회사의 인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법의 철저한 준수와 관리
휠라홀딩스 및 휠라코리아는 이해관계자들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

며, 이는 협력사와 방문객에게도 적용됩니다. 또한 매달 임직원의 

안전의식 함양 목적으로 연간교육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

고, 정기적 소방훈련을 통해 비상 시 즉각적인 대처 요령을 익히는 

등 재해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 발생 원인

과 해당 부서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즉각 반영하여 재발

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회를 운영하며 임직원

들의 참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안전보건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물류센터 상시 안전 점검을 하여 낙하사고 등 필수적으로 예방

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업무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중장비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도 별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

년 한국과 미국의 사업장과 물류센터, 협력사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0건을 기록하였습니다.

2022년 2월부로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전보건 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임직원의 안전·보건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경영진 인터뷰 및 
자료 수집 직무 평가 및 조정

내부적·외부적 	
직원별 급여 분석

급여 체계 및 
성과급 계획 설계

성과 기반 급여 인상 및 
성과 검토

교육장

팀빌딩 2 팀빌딩 3

팀빌딩 1

교육 이수 직원 만족도

전체 만족도: 4.2

커리큘럼 교육이해도 업무적응도 교육환경 및 운영 비대면과정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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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휠라 미국법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코칭 전문가가 상담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업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코칭 전문가와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맞춤형 세션을 통해 

본인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직무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휠라 미국법인 성과 지표 개발 프로세스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Pha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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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
휠라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구성원과 충분

히 소통하기 위해 회사측과 근로자측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

를 분기에 1 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회 회의 참석자, 회의 안건 등 

상세내역을 회의록으로 기록해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

당 위원회에서는 직원 참여, 다양성 및 포용, 복리후생, 안전보건, 	

리더십 및 보상 등 다양한 사안을 다루며, 특히 2021년에는 기업 내 

COVID-19 현황 및 대처방안, 근무수칙 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하였습니다. 

휠라 미국법인은 분기별로 타운홀 미팅(Townhall Meeting)을 개최

하여 모든 임직원들과 조직의 방향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합니

다. 또한 직원 교육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구성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외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별 없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

리를 들을 수 있도록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

며, 앞으로도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포용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임직원 만족도 조사
휠라는 매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설문조사 결과는 전년보다 개선된 62.1점으

로,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더 나아가 임직원 만족도 결과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결과를 이해하기 위하여 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

대별로 상세하게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대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유연 근무 체제 안정화
휠라는 COVID-19의 장기화를 겪으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재택과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데스크탑

을 노트북으로 전환하였으며, VPN을 설치하고 비대면 화상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임직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

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의 회사 업무와 개인생활 간 건강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시차 출퇴근제와 휴가 희망 시 연차를 앞당겨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연차 사용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연한 근무 형태를 통해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사내 다양성 증진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포용은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

고 있는 선진문화의식 중 하나입니다. 휠라는 오래전부터 성별과 국적,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역량을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

는 조직문화를 지지하고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패션

업계 특성에 맞추어 일찍이 다채로운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공감함

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및 워크숍 등을 기획해왔으며 실질

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 실시한 ‘다양성 및 포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72%의 직원

들이 ‘정체성 표현에 자유와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75%의 

직원들이 ‘다양한 동료들과 근무할 기회가 있다’고 답하는 등 사내 

문화적 다양성과 결속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Diversity, Equity, Inclusion 

& Community Council)를 마련한 휠라 미국법인은 임직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라도 묵과하지 않으며, 차별행위 발생 시 강력

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포용

성에 대한 워크숍을 19 회 진행하며, ‘FILA Diversity & Inclusion 

Task Force’를 발족하고 제3자 검증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의뢰하

여 괴롭힘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휠라 다양성 및 

포용 위원회는 각 지역 직원 대표자 3명과 2명의 리더급 임원, 인사 

및 복지 담당 부서(SVP HR & Manager, Talent & Wellness)가 협력	

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궁극적으로 임직원에 의한(employee-

driven), 임직원이 이끄는(employee-led)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성

과 포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공유하며 차별 없는 조직문화

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별 금지 교육 영상 일부

2021년 Well-Being Wednesday (WBW) 뉴스레터

인권 존중
2021년 2월 휠라는 ‘휠라 그룹 글로벌 인권 선언문(FILA Group 

Global Human Rights Policy)’을 수립하고 휠라의 새로운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휠라의 인권선언문은 주요한 

국제 인권 및 노동 기준을 따르며, 휠라의 10대 인권 원칙은 휠라 그룹

과 그에 속하는 임직원 및 협력사 전체에 적용되어 철저하게 준수되

고 있습니다.

휠라 인권선언문이 준용하는 국제 인권 및 노동 기준

	

휠라는 2021년 3월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UNGC가 수립한 10대 핵심 가치를 이행하

고 있습니다. 정기·비정기적 회의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논의·관리하

고, 모든 관련 법률 및 외부 환경의 변화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합

니다. 인권 이슈로 인하여 기업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위기 관리를 위한 명확한 기준에 근거

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휠라는 기업이 행할 수 있는 인권 향상의 순기능과 사회적 책임감을 

뚜렷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사무실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근무 장소, 

협력사의 모든 공정을 아울러 함께하는 임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

고 지지하는 문화를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인권 원칙

발행일자 주요 주제 

21년 1월 ‧생활 속 희망 찾기      ‧걱정과 불안을 다루는 힘
21년 2월 ‧Black History Month 

‧2021년 건강 만들기   ‧COVID-19 관련 CDC 지침

21년 3월 ‧여성 역사의 달           ‧COVID-19 백신 근황 안내
‧정신 건강의 달

21년 4월 ‧지구의 날                   ‧소수자 건강의 달
‧알코올 주의의 달        ‧희망 갖기의 힘

21년 5월 ‧정신 건강의 달
‧직장 내 COVID-19 감염 예방법
‧직장 생활 노하우

21년 6월 ‧남성 건강의 달           ‧친절문화 확산하기 
21년 7월 ‧업무시간 중 휴식의 중요성 

‧COVID-19 안전 생활 실천
‧백신 접종과 여름휴가 

21년 8월 ‧COVID-19  백신과 델타 변이 정보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적응하기
‧자연에서 힐링하기 

21년 9월 ‧독감 예방 주사 및 COVID-19 백신 부스터 샷 정보
‧빠르게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대응하기

22년 2월 ‧Black History Month‧Black Health & Wellness
‧건강한 겨울나기 비법 ‧미국 심장의 달

존중 우리는 임직원, 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시 우리는 인권을 지지합니다.

차별금지 우리는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결혼 여부,
연령, 국적,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정치적 신념,
교육 수준, 장애 여부 및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거부합니다.

강제 노동 
금지

우리는 어떤 형태의 강제 노동도 금지합니다.

아동 노동 
금지

법적 근무 가능 연령보다 어린 사람은 고용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임금 우리는 임직원을 그들의 성과로만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자기계발을 위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안전과 관련한 법령과 규제 및 내규를 준수하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괴롭힘 금지 우리는 누구에게든 어떤 형태로든 회사 차원에서의 
체벌 혹은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개인정보 우리는 우리의 임직원 혹은 고객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사회적 책임 우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공동체의 삶의 질의 증진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환경에 대한 
책임

우리는 우리의 사업 경정과 프로젝트로 인해 사회적 
혹은 환경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UN 세계 인권 선언
(UN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노동의 원리 및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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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을 위한 노력
휠라는 당사의 제품이 단순 소비를 넘어 고객의 만족과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휠라코리아에서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패션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연 2회 외부 기관을 통한 BPI(Brand 

Power Index) 조사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고객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선호도 및 위상을 점검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한국시장 내 주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13개 중 

4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브랜드 인식 지표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 측면에서 고객만족을 위한 노력에는 통상적으로 생산 현장과 

생산자 위주로 품질 불량을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휠라는 	

기획, 생산, 검사 등 모든 가치사슬에 걸쳐 정확한 품질불량 방지 프로

세스를 재정립해 품질경영 및 고객만족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소비자 불만 접수 프로세스를 정기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구축

하였습니다. 제품 리콜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동시에 제품 

불량 사례집, 수선가이드북, 고객상담사례집을 제작하여 각 매장 점

주들에게 교육 및 배부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제품으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전량 회수하

여 수선 및 파기하는 방법으로 고품질 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2022년 2월부터 빠른 배송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만족

시키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당일 배송하는 시스템인 ‘오늘 

도착’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고객사 ESG 인터뷰 응답 결과

소비자 고충 처리 절차

고객사 선정 중요 ESG 이슈 Top 5
1 정보 보호
2 거버넌스 및 투명성
3 공급망
4 다양성 및 포용성
5 구성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휠라 ESG 활동 
‧지속가능한 제품           ‧임직원           ‧다양성/평등

시사점
‧건전한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 추진과 공시 필요
‧휠라의 사회 활동 인지도에 비해 환경 이슈에 대해 중요도 
    인식이 비교적 낮음
‧ESG 성과 관련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고객과의 소통 강화
휠라코리아는 제품 및 서비스의 고객접근성을 높이고자 통합 콜센터

와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단순 고충은 콜센

터에서 1차 지원을 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객지원팀에서 2차 

검토하여 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문의를 유형별로 

정리한 상담 자료집을 만들어 더욱 빠른 대응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는 전국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 내 휠라 

매장 점주와 매니저를 대상으로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상담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과의 1차 커뮤니케이션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휠라 미국법인은 효율적인 고객 데이터 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고

객관리 시스템(B2C CRM, Business-to-Customer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으로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 소비자 고충 및 문의 처리율 

소비자 고충 접수

1차 대응 해결

원인조사 및
심의 고충처리

결과보고 시정, 
재발방지 검토,

시행
소비자와의
해결안 모색 관련부서

피드백

해결안 제시

해결 2차 대응

고객 안전보건
휠라는 고객들에게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를 구축

하고자 합니다.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고객 안전보건

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싱법인인 휠라 스포츠(홍콩)과 몬테벨루나를 기반으로 신발 

및 의류‧용품 제조 공정에 관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매뉴얼을 지정

하여 고객안전보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원자재-원단-제품제조

라인 뿐만 아니라 시판 제품을 임의 수거하여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

하는 등 품질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휠라 미국법인의 경우 공급업체로 하여금 캘리포니아 법률 제65호

의 화학물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직물 가연성 및 

미끄럼 방지 기능 등 산업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리콜 사태 발생 시 사전 조치로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한 구매

고객에게 안내문자를 송부한 후 홈페이지에 리콜 공고를 하여 적극

적으로 상세내용 및 보상을 안내합니다. 아울러 리콜 기간에 관계없이 

교환과 환불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콜 대응 프로세스

는 고객대응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문화하고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

습니다.

휠라는 세대별로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선호와 취향을 파악하여 

이를 브랜드에 접목시키고, 사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

하여 항상 최상의 고객만족을 선사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휠라 제품 화학물질 검사 프로세스

1차 유해물질 검사  

발주
원단 본작업 완료 이화학 검사 재단 및 생산 투입

완제품 
유해물질검사

공인기관 외주검사시
성적서 제출 필수

입고 승인시 
성적서 확인 필수

입고후 완제품 
검사 의뢰

매장출고

2차 유해물질 검사  3차 유해물질 검사

소비자 지향적 R&D 활동

당사의 R&D 센터인 패스트 센터(FAST CENTER, FILA Advanced 

Science & Technology Center)에서는 선수용 스포츠 제품을 	

비롯해 소비자들에게 폭넓은 스펙트럼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전문

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캘거리 대학교를 

포함한 국내외 대학들과 산학협력체제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협력 파트너인 한국체육대학교와 함께 특수 신발 기술을 

내재화하고 제품 사업화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이 같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첨단 기술이 응집된 제품을 선보일 뿐 아니라 생산 단가를 

절감하여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소재를 이용한 제품과 

더 나아가 공정 체계 단위에서 전체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품 유효성 검사 안정성 검사, 선수 착화 테스트,
이슈 점검, 최적화

응용 연구 신발구조 연구, 소재 연구, 특수화 연구, 	
적용현상 연구,  아이디어 검증

기초 연구 스포츠 동작연구, 인체 및 현상 연구,
평가방법론 연구, 원리 연구

조사 트렌드 조사, 최신 기술 조사, 사회변화 조사, 
신규 아이디어

패스트 센터 R&D 분야

채널 문의 건 수 처리 건 수 처리율

콜센터·게시판 144,082 140,822 97.7%

*휠라 미국법인 7개 고객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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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의 제품화 추구 
휠라 패스트 센터에서는 신규 테크놀로지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제품

에 적용가능한 최근 연구 트렌드를 고민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실제로 신발을 제조하기 위한 몰드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추가 연구를 실행하며, 퀄리티 이슈와 기능 및 역학적 사

항들에 대해서도 인증과정을 거쳐 신뢰도 높은 제품 평가가 가능하

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패스트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이클화에 한해 고객 

맞춤형 개별화 서비스(FILA Cycle Custom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D 모션 시스템 기반의 운동테스트를 통해 고객 신체를 분석하여 

개인 발에 완벽히 안착되는 디자인을 제공하고 고객 만족을 위하여 	

사이클링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코칭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도 휠라는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운동 종류에 최적화된 전문 제

품들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패스트 센터 주요 스포츠 종목별 R&D 현황 및 성과

테니스

〮 기존 테니스화 모델 ‘AXILUS 2 ENERGIZED’ 대비 무게 10g 감소, 쿠셔닝   
  20% 향상, 에너지 반환 8% 향상된 테니스화 ‘SPEEDSERVE’ 출시 예정
〮 한국체육대학교와 협업하여 헤링본(지그재그) 트레드 밑창 패턴 연구
  (운동화 착화 후 질주, 정지 또는 방향 변경 시 코트 접지력 향상) 진행

러닝

〮 ‘에너자이즈드 러쉬 폼(Energized Rush Foam)’을 적용해 
  안정감과 반발력 밸런스를 강화한 러닝화 뉴런(Neuron)  3, 5, 7 출시

〮 미드풋 러닝 스타일형 제품 카본 플레이트 굴곡각도 효과성 연구 
  (Midfoot Running Innovaiton Project) 

사이클

〮 카본파이버 소재 아웃솔, 고정형 클릿(cleat) 마운트 및 갑피 
  통기 시스템을 적용한 사이클화 시냅스(SYNAPSE) 5, 7, 9 제품 출시

〮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별 신체구조에 맞춘 사이클화 커스텀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CSR 전략 수립
휠라는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이라는 기업의 1차적 역할 너머

의 더 큰 가치를 함께 바라봅니다. ‘티셔츠 한 장 생산에 발생하는 

폐수 970리터’, 패션 산업이 석유 산업에 버금가는 환경오염을 일으

킨다는 사실에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2021년 휠라는 CSR 

활동의 주요 테마를 <물, 다양성, 어린이> 로 선정하고, 관련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휠라는 어린이 보호 및 아동 

인권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여성, 소수 민족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일원을 폭넓게 지지하는 활동들을 심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진중하게 

받아들이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WATER 프로젝트
휠라 미국법인은 2020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진행하는 10여 

개의 깨끗한 물 공급 프로젝트에 매년 10만 달러(USD) 상당을 기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위 은체우 현(Ntcheu District)에 월드비전

(World Vision)의 파트너로서 우물을 신설하고 재건하였습니다. 기

계화된 관개 시스템을 통해 물 부족을 겪는 아프리카 지역의 수자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그 외에 학교 내 위생 개선 프로젝트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
휠라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포용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라 미국법인은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고등학교 조정팀의 다큐멘터리 영화 	

‘A Most Beautiful Thing(AMBT)’의 공식 신발 및 의류 파트너로서 

콜라보레이션 작품 제작을 후원하고 해당 제품을 자사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AMBT Inclusion 

Fund에 기부하고 조정 분야 내 다양성과 포용 촉진을 위해 사용하

였습니다.

	

	

휠라 미국법인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사건 

이후, 흑인 인권과 생명 문제에 대한 경각심으로 태동된 사회운동 

‘Black Lives Matter’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

였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흑인 인권을 포함하여 아시아인 

혐오 방지(Stop Asian Hate)와 같은 소수 집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연간 기념일을 지정하고 새로운 문화적 주

제나 이슈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 

매년 2월을 흑인 역사의 달(Month of Black History)로 지정하여 

사회 플랫폼 내 아프리카계 미국인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해당 크리에이터가 지정한 기관에 기부금을 전달하여 판매 수익의 

100%를 UNCF(United Negro College Fund)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소수자 인권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뉴욕 기반 매거진 

PAPER지와 협업하여 캡슐 컬렉션을 출시하였습니다. LGBTQIA+ 

작가들과 함께 ‘우리는 한 팀’이라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가상의 

PAPER Volleyball Club을 구상하여 잡지에 게재한 후 이를 테마로 

캡슐 컬렉션을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컬렉션은 다양한 인플루언서 

그룹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었으며 크리에이터들이 지정한 자선 

단체에 10,000 달러(USD)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휠라는 국제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모두가 어우러져 상생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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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캠페인의 의미를 담아 스프라이트(Sprite)와 콜라보 제품을 출시

하고 휠라가 CSR 활동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에 더욱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휠라코리아는 사이클 종목 발전을 위해 2022년에는 사이클 정기 

라이딩과 사이클 아카데미 등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사회와 스

포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기부현황
휠라는 문화예술협회, 학계, 구호기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대상

으로 꾸준히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휠라는 최근 3년 간 약 40회 

이상의 현금 및 물품 기부를 진행하여 2021년 기준 휠라코리아 전체 

매출대비 0.7%, 영업이익대비 3.4%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휠라는 제품을 통한 기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총 50억 원에 상응하는 기부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

니다.

휠라코리아 최근 3개년 기부 성과

공시범위: 휠라코리아

구매를 통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휠라코리아 탕비실에는 임직원을 위한 커피머신이 설치되어 있습니

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커피 원두

를 구매함으로써 선순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2019년부터 사회적기업 베어 베터(Bear Better)의 커피 원두를 구매

해 왔고, 2021년 총 구매금액은 약 820만 원에 달합니다. 베어 베터 

전체 임직원 중 80%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커피, 제과, 

인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휠라는 앞으로도 기업운영

의 크고 작은 부문에서 가치창출을 고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담은 신발
휠라의 패스트 센터에서는 기성화가 가지는 사이즈 및 족형의 한계

로 적합한 신발을 찾기 어려운 분들께 맞춤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 인원을 위한 특수 신발을 개발하

여 제품화에 성공하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평발 

인구를 위해 발목 아치 무너짐을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상승시키

는 신발을 개발하였고, 해당 제품은 운동 시 상해 예방 효과와 더불어 

유아 및 성장기 아동의 아치 형성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나아가 지속적인 연구로 휠라의 제품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병변 증상 중 하나인 발 처짐을 보완해 보행을 돕는 기능성 

신발을 연구하여 환자들의 신체적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제품을 개발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사회적 이슈를 면밀히 살피며 연구

를 지속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휠라 키즈(FILA KIDS) 안전교실 
<휠라 키즈 안전교실>은 2009년부터 13년째 이어나가고 있는 	

휠라코리아 대표적 어린이 안전교육 캠페인입니다. 한국생활안전연

합과 협약하여 전문 강사진이 어린이 관련 기관을 방문, 어린이의 

연령대와 시기에 맞춘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역할극과 인형극, 안전 용품 체험과 같이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후 가정에서도 복습하고 공

유할 수 있도록 안전 놀이표와 안전 수칙을 담은 안내서도 함께 배

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깨끗한 손 씻기, 올바른 마스

크 착용 등 COVID-19와 관련한 안전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안전교실을 시작한 2009년 10개 기관을 시작으로 현재는 매년 50개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564개 기관에서 누적 인원 

55,26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종 유괴 예방, 스포츠 놀이 안전, 물

놀이 안전, 재난 안전 등 생활 밀착형 위기 대응 방안을 교육하였습

니다. 

더불어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소규모 인원 제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교구 소독 등 철저히 안전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며, COVID-19으

로 인한 이슈 없이 교육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휠라는 어린이들

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해당 캠페인을 지속적

으로 제공하여 미래세대들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스포츠활동 지원
휠라는 본 CSR 활동의 주요 테마 ‘어린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스포츠의 지역별 고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유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이를 

통해 각 지방의 소외계층 청소년 선수와 팀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

다. 또한 유소년 대상 테니스 원포인트 레슨, 정기후원대표팀 산하 

유소년 선수단 지원, 프로 스포츠팀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맞이 특별

제품 지원 활동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소년들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스포츠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후원하였습

니다.

휠라는 매년 미국 뉴욕 기반 스트리트웨어 브랜드인 KROST와 콜라

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하여 컬렉션 수익의 10%를 비영리 단체인 	

	

Good Sports, Inc.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Good Sports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에게 장비, 의류, 신발 등을 제공하여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휠라 미국법인은 국제 테니스 명예의 전당에서 실시하는 

NJTL(National Junior Tennis & Learning)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무료로 테니스 강습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모자, 팀복, 활동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BNP Paribas 

Open에서는 비영리기관인 ‘Women in Sport’와 연계하여 남부 

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 두 곳의 자선단체에 5,000 달러

(USD) 기부를 진행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 테니스 강습도 

제공하였습니다. JTCC(Junior Tennis Champions Center)에서

도 ‘Game On!’ 프로그램을 통해 워싱턴 DC(Washington DC) 지역

에서 무료 강습 및 아이들 대상 스포츠 용품을 제공하였으며, 소외

계층 학생들이 주니어 상위 토너먼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JTCC와 

함께 15,000 달러(USD)의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스포츠 문화 개선 
휠라는 지역사회 내 올바른 스포츠 문화를 확립하고 더 많은 사람

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낙후된 스포츠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휠라 미국법인은 2019년 4월 타미아 & 그랜트 힐 재단(Tamia & 

Grant Hill Foundatio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노스캐롤

라이나(North Carolina) 더럼 힐사이드 공원(Durham Hillside 

Park)의 농구코트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더럼(Durham)시는 미국기획협회 노스캐롤라이나 지부(North 

Carolina Chapter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의 

우수 공공 미술장소(Great Places for Public Art) 상을 수상하였

습니다. 

2021년에는 긍정적인 임팩트를 확산하고자 미시건 주 디트로이트

(Detroit, Michigan) 지역으로 확대하여 챈들러 공원(Chandler 

Park) 내 농구코트 2 개를 보수하였고 지역사회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신감 향상 및 역량강화 농구강습 클리닉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잠정 연기된 바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연도 2021 2020 2019

매출대비 0.7% 0.1% 0.2%

영업이익대비 3.4%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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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을 담은 의류
휠라코리아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제주 오름을 활용한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

하였습니다.

당선작가 4인의 작품을 의류디자인에 접목시켜 제품을 만들고 실제 

판매를 하였습니다. 해당 공모전을 통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 창작자와 

지역 콘텐츠를 육성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휠라 탄생의 본고장, 이탈리아 비엘라(Biella)에 위치한 휠라 뮤

지엄에서는 창의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시관 내부 인테리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명문 디자인학교 

IED(Istituto Europeo di Design)에 재학중인 학생 30여 명을 대상

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4개월 간 공모전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독창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최종 4개의 수상팀을 선정하고 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는 장이 마련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스폰서십
휠라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 육성을 통하여 차별화된 브랜드 아이덴

티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패션 브랜드로서 대표 후원 종목

인 테니스와 러닝 분야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며 인지도를 

높였으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세계 대회 스폰서로서 브랜드 가치

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선수단 지원과 대중화를 위한 노력 
휠라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와 선수단을 적극 지원하

고 있습니다. 휠라는 인기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스포츠 스폰서십을 

통해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며,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험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올림픽 및 세계대회 후원
휠라는 세계 대회와 올림픽에 진출하는 다양한 대표팀 및 선수들을 

공식 후원하고 있습니다.

〮 사격 대표팀(2013~2016, 2018~현재)
〮 핸드볼 대표팀(2015~현재)
〮 스케이트 보드, 스켈레톤 대표팀(2018~현재)
〮 펜싱 대표팀(2019~현재)

이외에도 동계스포츠 선수 지원을 위해 네덜란드 빙상왕립협회

(KNSB, Koninklijke Nederlandsche Schaatsenrijders Bond) 및 

올림픽위원회(NOC, National Olympic Committee) 소속 대표팀 	

후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 2026년 밀라노 동계 올림픽에 대한 후원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플레이를 위한 스포츠 제품 연구개발
휠라는 스포츠 선수들이 각자의 경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 스포츠 용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과 내구성	

을 향상시키고 각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여 경기력을 최대로 끌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사이클 등	

퍼포먼스에 필요한 운동성 및 안정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착화감을 

구현해내어 각 분야의 선수들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스켈레톤 종목 후원을 시작하고, 스켈레톤화 연구에 착수

하였습니다.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트랙 노면과의 접지력을 향상	

시킨 스켈레톤 경기화를 개발하였고 휠라의 독자적 기술력으로	

에너지 전달을 높이는 핀 플레이트와 스타트 탄력을 최대치로 올려

주는 중창 플레이트를 적용하였습니다. 2020-21시즌 국제봅슬레이	

스켈레톤연맹(IBSF, International Bobsleigh and Skeleton 

Federation) 월드컵 7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해당 경기화

를 신은 윤성빈 선수가 스타트 1위 기록과 준우승의 쾌거를 이룩했

습니다. 더불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 스켈레

톤 국가대표팀에게 유니폼과 신발을 공식 후원하는 등 최상의 경기

를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스포츠 다양화를 위한 지원 
야구, 농구, 배구, 축구 등 4대 프로 스포츠와 더불어 사이클, 펜싱,	

사격, 스케이트보드, 핸드볼, 테니스 종목을 지원하며 스포츠의 	

대중화를 선도합니다.

테니스 부문의 경우 국내외 정상급 테니스 선수들이 세계적인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

다. 휠라로부터 후원을 받은 전 여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선수인 

애슐리 바티(Ashleigh Barty)는 2021년 윔블던 오픈(Wimbledon 

Open)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자 테니스 선수 렐리 오펠카

(Reilly Opelka)는 캐네디언 오픈(Canadian Open) 대회에서 결승

까지 오르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한국 남성 테니스	

랭킹 1위 선수인 권순우 선수와 한나래 선수 그리고 국내 4개 실업

팀을 후원하고 있으며, 권순우 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맞춤형 테니스화 ‘AXILUS 2 ENERGIZED’를 신고 2020년 US오픈 	

2회전과 2020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 2021년 ATP 투어 대회 우승

이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유망주 선수	

를 발굴하여 향후 <FILA Global Tennis Academy>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휠라 미국법인은 피클볼* 협회(PPA, Professional 

Pickleball Association)를 후원하고 있으며,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미국 전역의 선수들에게 제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클볼(Pickleball)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요소를 결합한 패들 스포츠

사이클 부문에서는 2021년 개인 맞춤형 사이클화 시냅스 출시에 	

맞추어 ‘휠라 시클리스타(CICLISTA: 이탈리아어로 자전거 타는 	

사람) 프로젝트’ 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들이 휠라 

시클리스타 앰버서더로서 서울-부산 사이클 종주를 펼쳤고 지역 동

호회에서 활동하는 사이클 고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 라이딩 

프로그램’과 입문자를 대상으로 한 ‘휠라 시클리스타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휠라 브랜드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혔습니다.스포츠 시장 내 휠라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

Core Sports

휠라 대표(core) 스포츠 종목 육성을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 확립

중장기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성장 도모

테니스 모터스포츠아웃도어 러닝수상스포츠 동계스포츠트레이닝 축구

Non-Core Sports

렐리 오펠카(Reilly Opel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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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Transparency

신규 협력사 선정 시 휠라 그룹 ESG 기준 
충족 여부 의무화

COVID-19 상황으로 인한 
협력사 물류비용 지원

1차 핵심 협력사 ESG 평가실시 및 
고위험군 개선 과제 수립

우수 협력사 대상 대금 지급 기간 단축

휠라 그룹 공급망 지속가능성 기준 100% 이행

협력사 상생 지원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 및 인권선언문 제정 및
협력사 대상 배포

휠라 그룹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원칙 이행 

신발, 의류·용품 1차 협력사 맵핑 완료 
(휠라 스포트(홍콩): 22 개사, 몬테벨루나: 22 개사)

공급망 투명성 제고 및 전체 협력사 
맵핑 완료

Target and Performance

Sustainability Context
협력사는 소재 공급부터 제품 생산 및 유통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함께하는 주요 파트너
입니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업은 협력사와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 활동 지원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스포츠 패션 기업으로서 필수 요소입니다. 

Strategic Approach
휠라는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FILA Group Global Code of Conduct) 수립을 통해 공급망 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품질 및 환경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협력사 선정 시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협력사 평가
를 진행하고 모든 공급망 내 환경ㆍ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by 2025 by 2025

by 2025

by 2025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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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투명성 확보 (Supply Chain Transparency)

협력사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휠라는 협력사들과 당사의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공급망 전반의 ESG 관
리 수준을 높여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지속가능성 강화
휠라는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서 	

환경ㆍ사회적 영향을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휠라 브랜드 	

제품생산에 기여하는 전세계 공급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

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공급망에 대해 체계적인 맵핑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휠라의 지속가능성은 곧 휠라의 순환적 가치사슬 전반에 걸

쳐 윤리적인 행위, 사회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자산보호 

등 중요한 가치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대내외적

으로 공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휠라 그룹과의 계약 당사자, 공급업체, 라이선스 	

파트너를 포함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대상으로 2021년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 인권 선언문을 배포하였습니다. 

글로벌 소싱센터
중국 진장(Jinjiang)에 위치한 글로벌 소싱센터(Jonathan G. 

Epstein Sourcing Center)와 해당 지역에 위치한 주요 계열사인 

휠라 스포트(홍콩) 및 몬테벨루나는 휠라의 공급망 관리에 핵심적

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당 두 법인은 중국과 베트남에 주로 위치

한 신발 및 의류·용품 협력사를 관리하며, 핵심 협력사 선정, 협력사 

평가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담당자로 구성된 

ESG 컴플라이언스 TF를 결성했으며, 글로벌 소싱센터는 현지에서 

자재 및 제품 소싱을 관리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샘플 제작이 가능

하여 신기술 개발과 실질적 제품 상용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을 갖추고 있습니다.

협력사 대상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

인권 윤리적인 비즈니스 운영
책임 있는 비즈니스 

운영 및 소싱
자산 및 데이터 절차

・차별금지
・괴롭힘
・강제 노동
・아동 노동
・근무시간
・공정한 임금 및 고용 조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안전보건

・법률 준수
・뇌물 금지 및 반부패
・독점 금지 및 경쟁
・무역 통제
・이해 상충
・대표 및 보고 정확성

・제품 및 서비스 안전
・환경 및 사회 지속가능성
・동물복지
・하도급

・지적재산권
・설비 및 장비
・기밀 정보
・소비자 데이터 관리 및 보호

・책임감
・본 행동강령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및 검사
・위반사항 보고
・보복금지
・위반 결과

FILA FOCUS on S 협력사 선정ㆍ관리 프로세스
휠라는 당사와 함께 성장할 신규 협력사를 선정함에 있어 자체 체크

리스트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신규 등록 업체의 경우 제품 생산력, 

규모, 연혁, 생산 안정성, 재정 안정성 및 운영 안정성을 심사하게 됩

니다. 일정 기준선에 도달한 예비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실확인을 

위한 공장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공장 실사를 통해 공장의 규모

와 설비, 봉제 품질, 노동 환경에 대해 점검하고 당사가 요구하는 기

준 이상을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모든 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협력

사 후보로서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후 1년간 소량 발주를 진

행하며 프로세스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할 때 당사의 

윤리적·친환경적 ESG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두고 있으며 

당사와 지속가능경영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협력사를 1차(Tier 1), 2차(Tier 2), 3차(Tier 3)로 구분하고, 핵심 

협력사를 선정해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협력사 선정 

기준은 제품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발 제품의 경우 제품 생산 공정

단계에 따라 Tier를 구분합니다. 2021년 기준 신발 1차(Tier 1) 협력	

사는 총 22 개사(중국 15 개, 베트남 7 개)이며, 핵심 협력사 6 개사

를 선별하였습니다. 의류 및 용품 제품의 경우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며, 2021년 기준 1차(Tier 1) 협력사 3 개사(중국 2 개, 대만 1 개) 

전체를 핵심 협력사로 선별하였습니다. 의류 및 용품 제품을 소싱하는 

몬테벨루나는 한국에서도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협력사 선정 절차

공급망 내 제품 품질 관리
휠라는 모든 고객에게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품질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협력사에게 품질 관련 지표가 포함된 

제품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품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협력사는 제품 생산 시 유해성 및 유독성을 포함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현행법에서 명시하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자재로 제품을 생산합니다. 법적 기준 및 산업 표준 

외에도 휠라에서 제시하는 검증방법 혹은 제3자 기관을 거친 테스트	

보고서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모니

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 발주 전 협력사와 유해물질 관련 정보

를 공유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해당 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협의하

고 있습니다. 발주 후에는 3차 검사를 진행하며 매장 출고 전까지 

꼼꼼한 제품 관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전 관리
휠라는 현재 한국에 위치한 물류센터 내 협력사에 대해서도 준법관리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 진단팀

이 주기적으로 실사를 진행하여 개인보호구 착용과 안전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류점검표를 작성하여 안전과 화재 등 

산업안전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센터 안전	

보건에 필수요소인 낙하사고 방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시 환경 	

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 매뉴얼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비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

한 노력으로 한국과 미국의 사업장과 물류센터, 협력사는 중대 산업

재해 발생 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서류 준비 및 심사 현장 실사 신규 업체 등록 신규 업체 운영

1) 준비 서류

2) 서류 심사 기준

1) 공장 현장 실사

2) 공장 심사 기준

1) 신규 업체 등록 절차

2) 추가 준비 서류

1) 시험 운영 후 평가 시행

2) 정상 운영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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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ESG 역량강화 및 상생 지원
휠라는 협력사와 건강한 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사업적 관계를 유지

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수 

협력사에 대해서는 월 2회 대금 지급을 통해 협력사의 유연한 재무

적 상생을 지원하며, 투명하고 명확한 결제 절차를 통해 협력사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COVID-19 상황으로 

인한 물류 차질로 선박 운송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당시 휠라는 협력사

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항공 운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도 하였습

니다.

휠라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거래를 이행하

기 위하여 협력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클린 캠페인’ 및 ‘선물 안 받기 클린 캠페인’을 시행해 

협력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부당행위를 일체 근절하기 위하여 	

이메일 및 각종 간행물을 통해 이러한 취지를 정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고충을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글로벌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의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보 채널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언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ESG 평가
휠라는 모든 협력사에게서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을 준수한다

는 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모든 1차 협력사에 대해 매년 

실사를 통한 협력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발과 의류·

용품 제품 핵심 협력사의 경우 휠라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

한 만큼 협력사 평가결과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평가결

과에 따라 세 개의 등급(GOLD, SILVER, BRONZE)을 부여하고 있

습니다. 협력사를 평가하는 11개 모니터링 항목은 인권, 안전보건, 

아동노동 등 휠라가 강조하고자 하는 ESG 기준들을 반영하고 있으

며, 11개 모니터링 항목은 총 75개의 세부 기준으로 구성되어 휠라 

협력사가 직면하고 있는 ESG 리스크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각 세

부 기준을 이슈별 리스크 중요성에 따라 세 단계(Critical, Major, 

Minor)로 구분하고 개선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협력사가 

각 기준 별 수행한 대응 내역과 개선사항을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전체 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평가의 경우 총 75개 기준 

Critical, Major, Minor 단계로 분류 시 각 43%, 29%, 28%의 비중

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1년 핵심 협력사 대상 평가는 중국 및 베트남에 위치한 6개의 

신발 협력사와 3개의 의류 및 용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습

니다. 협력사 전체 평균 점수는 신발 86.2점, 의류 및 용품 90.2점이

며, 총 9개사 중 8개사가 GOLD, SILVER, BRONZE 등급에 준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11개 모니터링 항목 중 모든 핵심 협력사

가 결사의 자유 및 징계 처분 영역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아동노동 및 문서화·보고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휠라는 

앞으로도 협력사들의 ESG 현황을 정밀 분석하고 정기적인 훈련 및 

교육을 통해 함께 상생ㆍ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중요도에 따른 75개 세부 모니터링항목 구분

2021년 핵심 협력사 평가 결과

 협력사명 신발 의류 및 용품

모니터링 항목* DA GR GS HT JM XSC JD NS WH

법률 및 규정 준수 ● ● ● ● ● ● ● ● ●

강제노동 ● ● ● ● ● ● ● ● ●

아동노동 ● ● ● ● ● ● ● ● ●

산업안전보건 ● ● ● ● ● ● ● ● ●

기회의 평등 ● ● ● ● ● ● ● ● ●

결사의 자유 ● ● ● ● ● ● ● ● ●

징계 처분 ● ● ● ● ● ● ● ● ●

근로자 보험 ● ● ● ● ● ● ● ● ●

환경 ● ● ● ● ● ● ● ● ●

보안 ● ● ● ● ● ● ● ● ●

문서화 및 보고 ● ● ● ● ● ● ● ● ●

평점 89.2 95.6 88.3 88.4 82.5 73.2 91.5 89.1 89.9

등급** SILVER GOLD SILVER SILVER BRONZE - GOLD BRONZE GOLD 

*모니터링 항목 평가 기준: ● 90점 이상 ● 70점 이상-90점 미만 ● 70점 미만 
**등급 평가 기준: GOLD(90점 이상) SILVER(85.1-89.9점) BRONZE(80.1-85점)

Critical 43%

Minor 28%

Major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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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ommitment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을 촉진한다.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공시

휠라 그룹 5개년 전략 및 
주주환원정책 실행

글로벌 제보채널 100% 대응 

전체 휠라코리아 직원 윤리경영 교육 이수

휠라 그룹 글로벌 윤리 
제보 100% 조치 

직원 참여형 기업 윤리문화 확산

정기 이사회 ESG 리스크 및 기회 
안건 상정 및 논의

이사회 주도 지속가능경영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정보보호위원회 설립 및 
정보보안침해사고 대응체계 마련

최근 3개년 휠라의 
온라인 정보보안 침해 
0건

개인정보 유출사고 ZERO

Target and Performance

Sustainability Context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
다. 최근 기업의 거버넌스 구조 및 리스크 요인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력이 커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지배구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윤리적인 기업 행동, 개인정보 유출 등은 예기치 못한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브랜드 이미지와 기업 가치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Strategic Approach
휠라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 경영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을 구축하고 윤리 제보 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개인의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 정보보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y 2025

by 2025

by 2025

by 2025

b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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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휠라는 전문성과 다양성, 독립성을 기초로 하여 고객가치 선도, 	

핵심역량 강화 등 당사의 경영철학을 반영하는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합니다. 

당사는 법률과 재무, 회계, 경영, 경제 등 회사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산업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고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휠라는 이사회 다양성 증진이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휠라홀딩스는 2020년 여성 사외이사를 

최초로 선임하여 이사 후보 선정 시 성별, 인종, 출신국 등에 따른 

차별을 일체 배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

리하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이해관계 상충 여부와 자격요건을 

자세히 검토하여,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사회와 경

영진, 사외이사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환경을 지향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 현황

과 지배구조헌장,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

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항목 평가 우수 등급 획득
휠라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휠라 경영진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

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각종 ESG 기관에 지속가능경영 성

과를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3개년 간 ESG 

평가 등급이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

업지배구조원(KCGS,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은 	

휠라홀딩스의 ESG종합등급을 A로 평가하였습니다(환경 B+/사회 

A+/지배구조 A).

지배구조 주요 개선사항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ESG 평가 결과

이사회 운영
이사회에서 이사진들은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과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

습니다. 분기별 1회씩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상시로 

소집되는 임시이사회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2021년에는 총 12회의 

이사회(정기 이사회 4회, 임시 이사회 8회)를 개최하고 31건의 의안

을 의결 및 보고하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 안

건을 통지하고, 사외이사가 충분히 현안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

록 사전에 자료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9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경영진·이사회를 

비롯한 임직원의 업무상 발생가능한 손실에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

습니다.

최근 3개년 이사회 개최 현황

이사회의 ESG 이슈 관리
휠라홀딩스 이사회는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위해 의사결정 시 ESG 

요소를 핵심에 두며 이사회에 매년 ESG 관련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주요 이슈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최근 2년 간 공급망 내 ESG 체계 안정화(2021년 2월), ESG 중장기 

전략 및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2022년 2월)에 대해 논의하였습

니다. 2021년 6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휠라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

을 승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사회가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비재무 리스크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휠라는 ESG 활동 성과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ESG 성과 창

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휠라홀딩스 관리자급 이상 임직

원들의 핵심성과지표(KPI)에 ESG 요소를 추가하였으며 2022년부

터는 이를 그룹사 관리자급 이상 임직원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를 통해 휠라는 전 조직에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전 직원이 

투명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경영 구축 (Business Commitment)

휠라는 전문성과 다양성이 바탕이 되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지향합니다. 윤리경영을 위한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글로벌 법인 및 협력
사와 윤리경영철학을 공유합니다. 

이사회 구성
휠라홀딩스의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며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증진시키고자 노력합니다.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기타비상무이사 1명을 신규선임,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1명

을 재선임하여 현재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이사회 구성

구분 성명 성별 담당업무 주요경력 임기

사내이사 윤윤수 남 이사회 의장 現 ㈜휠라홀딩스 이사회 의장
現 Acushnet Holdings Corp. 이사회 의장 

1991.06~2023.03

윤근창 남 대표이사 現 ㈜휠라홀딩스 대표이사 
前 휠라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前 FILA U.S.A. Inc. 최고재무책임자

2015.07~2025.03

윤명진 남 사내이사 現 ㈜휠라홀딩스 글로벌기획실 상무
前 씨윗코리아 경영기획
前 웅진폴리실리콘 전략기획팀

2021.03~2024.03

이학우 남 기타비상무이사 現 휠라코리아(주) Digital Business 본부장
前 휠라코리아(주) 전략기획본부 E-biz 사업부장

2022.03~2025.03

사외이사 김석 남 사외이사 前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前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前 삼성카드 영업본부장 부사장
前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담당 상무

2019.03~2025.03

김해성 남 사외이사 前 ㈜이마트 상근고문
前 ㈜이마트 대표이사 부회장
前 신세계그룹 전략실 사장
前 ㈜신세계인터내셔널 대표이사

2021.03~2024.03

윤영미 여 사외이사 現 대통령 직속 2030 탄소중립 위원회 위원
現 신용보증기금 ESG 추진위원회 위원 
現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
現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現 한국교직원공제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2021.03~2024.03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지배구조
현장·글로벌 
행동강령 제정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구분 2021 2020 2019

ESG 종합 A등급 B+등급 C등급

구분 2021 2020 2019

이사회 개최(회) 12 16 11

이사회 심의 안건(건) 31 37 34

이사회 평균 참석률(%) 97.2 95.8 89.8

2022년 1 분기말 기준

FILA FOCUS o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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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휠라는 독립적인 내부 상근 감사인을 선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경영 회의에 참

석하여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사의 경영 및 의사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진행되는지 감시합니다. 2022년 3월 기준 1명

의 감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는 경영 현황과 산업 동향

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공정한 평가와 보상
휠라는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승인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사

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기여도 및 타사 사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사 및 감사 보수 총액 

이사회 운영 현황 (2021년 2월~2022년 4월)

FY2021

FY2022

No. 개최일자 의안내용 

1 2021-02-15 ESG 업무 및 리스크 보고의 건 외 11건

2 2021-02-25 (주)휠라홀딩스와 휠라코리아(주) 간 정산 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3 2021-03-19 제31기 회계연도 확정 재무제표 보고의 건 외 2건

4 2021-04-23 ㈜휠라홀딩스 기업어음 발행 승인의 건

5 2021-05-12 2021년 1분기 사업현황 보고의 건

6 2021-06-16 ㈜휠라홀딩스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 승인의 건 외 2건

7 2021-07-08 ㈜휠라홀딩스 기업어음 발행 승인의 건 외 2건

8 2021-08-11 2021년 2분기 사업현황 보고의 건 외 1건

9 2021-10-05 ㈜휠라홀딩스 신규 한도대 승인의 건

10 2021-10-13 부동산투자회사 지분 투자 승인의 건 외 1건

11 2021-11-10 2021년 3분기 사업현황 보고의 건

12 2021-12-22 ㈜휠라홀딩스 일반대 연장 승인의 건

No. 개최일자 의안내용 

1 2022-01-06 2022년 예산운용 결의의 건

2 2022-02-1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외 10건

3 2022-03-21 제 32기 회계연도 확정 재무제표 보고의 건 외 3건

4 2022-03-29 (주)휠라홀딩스 대표이사 선임의 건

5 2022-04-20 (주)휠라홀딩스 신규 한도대출 승인의 건

Section 조항
Section I
목적 

제 1 조 (목적과 범위)
제 2 조 (적용대상)

제 3 조 (계열사 정책)

Section II
인권

제 1 조 (차별)             
제 2 조 (괴롭힘)
제 3 조 (강제 노동)
제 4 조 (아동 노동) 

제 5 조 (근무시간)
제 6 조 (공정한 임금과 고용 계약)
제 7 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제 8 조 (건강과 안전)

Section III
윤리경영

제 1 조 (법과 규정에 대한 준수)
제 2 조 (뇌물 방지와 반부패)
제 3 조 (독점 금지 및 경쟁)

제 4 조 (무역 통제)
제 6 조 (표현, 보고의 정확성)
제 7 조 (정치, 사회, 자선활동 혹은 기타 외부활동)

Section V
책임있는 소싱 및 경영 

제 1 조 (제품과 서비스의 안정성)
제 2 조 (환경과 지속가능성)

제 3 조 (동물 복지)
제 4 조 (공동체 기여)

Section V
자산과 데이터 보호

제 1 조 (지적재산권)
제 2 조 (설비, 장비) 

제 3 조 (비밀 유지)
제 4 조 (소비자 정보 관리 및 보호)

Section VI
절차

제 1 조 (책임)
제 2 조 (본 행동강령의 공유)
제 3 조 (문서화 및 점검)

제 4 조 (우려 및 위반사항 제보)
제 5 조 (보복 금지)
제 6 조 (위반 사항에 대한 불이익)

Section 조항

Section I 주주 제 1 조 (주주의 권리)
제 2 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제 3 조 (주주의 책임)

Section II 이사회 제 4 조 (이사회의 기능)
제 5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제 6 조 (사외이사)
제 7 조 (이사회의 운영)

제 8 조 (이사회 내 위원회)
제 9 조 (이사의 의무와 책임)
제 10 조 (평가 및 보상)

Section III 감사기구 제 11 조 (내부감사기구) 제 12 조 (외부감사인)

Section IV 이해관계자 제 13 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Section V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 14 조 (공시)

구분 성명 성별 담당업무 주요경력 임기

상근감사 윤영선 남 감사 現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前 회계법인 삼정 KPMG 부회장
前 제24대 관세청장

2018.03~2024.03

주주총회 운영
휠라는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제를 실시하

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대리	

행사 권유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 2020 2019

4,434 4,218 3,346

(단위: 백만원)

휠라홀딩스 기업지배구조 헌장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

감사 현황

No. 안건 가결 여부 찬성 주식수 (비율) 반대ㆍ기권 주식수 (비율)

1 제32기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35,646,282 (91.0%) 3,518,286 (9.0%)
2 이사 선임의 건(분리 안건)

2-1 사내이사 선임의 건(윤근창) 가결 38,477,449 (98.2%) 687,119 (1.8%)
2-2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이학우) 가결 37,942,460 (96.9%) 1,222,108 (3.1%)
2-3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석) 가결 33,477,020 (85.5%) 5,687,548 (14.5%)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8,963,808 (99.5%) 200,760 (0.5%)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38,980,664 (99.5%) 183,904 (0.5%)

휠라 그룹 글로벌 행동강령 및 지배구조 헌장
전 세계의 휠라 임직원은 원칙에 따른 윤리적 기업 활동을 실천합

니다. 휠라는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관리를 체계화하며 2021년 2월 

휠라 그룹 행동강령, 6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과 협력사를 포함한 휠라의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하

는 투명 경영과 사회 책임 경영의 절대 원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운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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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체계 
휠라는 사회 및 윤리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윤리경영을 위한「휠라 윤리강령」,「자진신고제도」,「준

법통제 자가설문」을 시행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투명한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한 임직원 실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윤리교육을 통한 예방활동
당사는 전 임직원이 지켜야할 윤리적인 가치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

하여 매년 윤리교육 및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윤리

경영 교육은 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 몬테벨루나 한국지사 임직원

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와 공정거래에 대해 리스크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COVID-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

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임직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부

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하도급법 관련 유의사항, 

온라인 판매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등 업무에 밀접한 내용으로 유관

부서 임직원 330 명(휴직자 제외) 전원이 수강을 완료했습니다. 

교육 후에는 퀴즈 응시를 통해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윤

리경영 실천 서약서 및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의식

을 고취하였습니다.

휠라 윤리경영 교육

건전한 상생을 위한 클린캠페인
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 및 몬테벨루나 한국지사는 ‘휠라 윤리실천

지침’에 의거하여 협력업체와 건강한 교류를 통해 사업관계성을 유

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제공 등의 이익

을 취하지 않으며, 일체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선물 안 받기 클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법관리 체크 및 자가진단
당사는 준법관리 체크리스트를 통한 윤리경영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법무팀에서 한국법인(휠라홀딩스, 휠라코리아,	

몬테벨루나 한국지사)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지식재산권법, 대외무역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

거래일반, 대리점법 등 법령 및 규정을 점검 후 체크리스크를 제작

하고 연 2 회 16 개 조직의 본부장급 조직장을 대상으로 배부 및 점

검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 준수와 윤리적 활동 실천을 고도

화하고 투명경영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윤리 제보채널 운영
휠라는 당사의 신뢰와 윤리성을 저해하는 비리 및 부당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우편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연중무휴 익명 신

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 임직

원을 포함하여 거래처 관계자, 매장 근무인원, 고객 등 모든 이해관

계인이 제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제보 플랫폼인 NAVEX의 서비스를 도입해 제보 체계의 공정

성을 제고했습니다. 특히 해당 제보 플랫폼은 다국적사업망을 구축

한 글로벌기업에 맞게끔 내부제보 시스템 및 핫라인을 한국어와 영

어, 중국어, 베트남어 4개 언어로 운영하여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윤리규범 위반행위를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 및 비밀 유지와 신변 보호에 대

한 항목을 규정해 두었고 접수된 모든 제보 사항에 대하여 증거물

을 바탕으로 진위여부를 확인, 감사를 진행한 후 필요한 조치와 개

선활동을 수행합니다. 휠라는 앞으로도 윤리경영에 대한 다양한 자

율점검활동과 내부진단, 윤리제보 접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윤

리경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1년 휠라 제보 채널 대응률

윤리제보 처리절차

윤리제보접수 대응률

100%

제보접수
내부감사 및

감사결과 도출
처리내역

관리

사실확인 후
징계 및 

개선안 마련

IR 커뮤니케이션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컨

퍼런스 콜, 기업 탐방과 같은 IR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진행하고 있

습니다. 또한, 당사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도 회사의 방향성과 질

의 사항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

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 공시 외 주요 사안에 대

해 자율 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동등

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영어

(2021년 연간 영문 공시 25회 진행)로 주요 자료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외 

공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시 정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시의 세 가지 기준인 정확성, 적시성, 적법성

에 따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

사는 주주 제안 활성화를 위해 주주 제안의 취지를 주주들에게 충

분히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 권익의 보호 

및 확대를 위해 추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FILA Global Collaboration Meeting
당사는 매년 전세계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휠라의 사업

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GCM(Global Collaboration 

Meeting)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휠라 글로벌 법인들은 GCM을 통

해 다가올 시즌의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 및 패션 트렌드를 공유하고 

다른 지역의 라이선스 파트너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정보를 전달하

고 있으며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와 제작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공

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COVID-19 상황으로 인해 5월과 11월에 

총 2회 온라인 개최하였으며, 지속가능성 트렌드 및 책임있는 공급

망 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하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휠라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위협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사

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경영전략본부 전략기획팀에서 그룹 전반 위기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며, ESG 관련 도출된 리스크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전

사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주요 협력사들은 생산·유통과정의 위기, 글로벌 환경 규제, 

정보유출, 안전사고,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정전 사고 등 다양한 리

스크 유형에 대한 글로벌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2020년부터 연 2회 

국내외 주요 법인의 ESG 이슈를 모니터링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

고 있습니다. 

생산과 물류 현장, 고객만족 등 다양한 방면의 리스크에 대해 즉각

적이고 상시적인 대응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2021년 COVID-19 

상황으로 인한 국가별 봉쇄 상황으로 물적 자원 조달에 위기 상황

이 발생했을 당시 공급망 차질로 인한 리스크를 해결하고자 협력사

를 대상으로 항공편 운송을 지원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 유출 방지

를 위해 OMS(Order Management System, 주문관리시스템)를 

고도화하여 정보보호책임부서가 보호와 보안을 담당하고 있으며, 

물류 현장의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물류센터 점검 매뉴얼 수립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휠라는 이 밖의 시장 유동성과 글로벌 재무위험, 관세 리스크 등 안

정적인 경영 성과와 이어지는 여러 종류의 리스크들에 대해서도 선

제적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예방
・클린캠페인
・윤리경영교육
・윤리규범실천서약
・준수평가

진단
・제보센터
・내부고발시스템
・상시인터뷰
・정기경영진단
・상시내부감사
・영업현장감사

개선
・경영진보고
・개선권고
・개선사항점검

휠라 윤리 경영 교육

필수 수강인원 
100% 수료

윤리경영〮영업비밀
유지 서약

교육 만족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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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체계
휠라는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회사의 중요 정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보 자산 손실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정보보

호 조직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전담조직 및 조직별 관리 인력을 두

어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개선하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및 휠라코리아에서는 2020년 1월에 제정된 정보보안침

해사고 대응 지침을 통해 각 침해사고 심각도에 따른 대응체계를 마

련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침해사고 심각도

ISMS인증 획득
당사는 지난 2021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

원(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인증 획득은 홈페이

지, 전산 시스템 등 모든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영역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온라

인 사업을 공동 운영하는 모든 협력사의 정보보안 관리·감독을 강화

하는 등 정보의 관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ISMS 인증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은 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 및 개선하여 

지속적으로 인증을 갱신해갈 예정입니다.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임직원 정보보안 훈련

휠라는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피싱을 차단하기 위하

여 악성 메일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직무별 정보보호 교

육을 통해 신종 사이버 공격 유형 및 예방법과 발생시 신고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간 휠라의 

온라인 정보보안 침해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보안의식 강

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직무별 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CISO 특화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ISMS 온라인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CPO 특화 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ISMS 온라인 교육 등

정보보호
관리자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정보보안 자격증 취득, ISMS 온라인 교육 등

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정보보안 자격증 취득, ISMS 온라인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ISMS 온·오프라인 관련 교육 등

IT 인프라담당자 AWS 교육, 인프라(서버, DB,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관련 교육 등

개발자 시큐어코딩 교육

 0건
최근 3개년(2019~2021) 정보침해 
발생 건수

사이버 위기대응 우수기업선정
휠라는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시행한 결

과, KISA에서 주관한 2021 하반기 민간분야 사이버위기대응 정기 

모의훈련에서 235개 민간기업 중 3개 부문 종합 우수 기업으로 선

정되었습니다.

휠라 사이버 위기대응 평가우수 부문

해킹메일 DDoS 모의침투

고객 개인정보 보호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휠라코리아와 휠라 

미국법인은 각 법인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인정보 암호화 및 

방화벽 설치, 침입탐지시스템(IDS, Intrusion Detection System) 

설치 등으로 온라인 상 이상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휠라코리아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관련 

협력업체의 관리 감독 체계 또한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직무 별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 정보의 관리 단계별 규

정 등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

에도 관련 컨퍼런스 참여와 추가적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이수 후 서약서 작성을 통해 담당 임직원의 보안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객 정보 관련 불만사항 접수는 0건이며, 지속

적인 개인정보보안망 관리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 나갈 수 있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각 내부 정보의 직접적인 손실이 우려되는 침해사고로 
회사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하며, 
회사 기밀 자산이 외부 유출됨

경계 내부 정보의 직접적인 손실의 발생이 하지는 않았으나, 
그 징후가 발견됨

주의 부분적으로 침해를 받거나 침해 시도를 받음

관심 단순 오용에 의한 침해 사항으로 침해사고의 대상에서 제외

CEO

정보보호위원회

· 정보보호최고
  책임자(CISO)
· 정보보호관리자
· 정보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 개인정보담당자

정보침해 발생 현황

ISMS 취득

‧사내 보안 체계화

‧온라인 사업 협력사 관리 감독

‧외부 커뮤니케이션 시 정책준수 통일

‧사이버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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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명 범위 단위 2021 2020 2019

온실가스

휠라 그룹 직접배출(Scope 1) tCO2e 1,245.9 1,796.2 1,771.0

간접배출(Scope 2) tCO2e 3,005.5 2,831.4 3,020.7

총계 tCO2e 4,251.3 4,627.7 4,791.7

집약도 tCO2e/십억원 1.1 1.2 1.3

법인별 배출량

휠라홀딩스 직접배출(Scope 1) tCO2e 7.5 7.1 N/A

간접배출(Scope 2) tCO2e 130.8 61.7 N/A

소계 tCO2e 138.3 68.9 N/A

휠라코리아 직접배출(Scope 1) tCO2e 9.1 13.3 60.9

간접배출(Scope 2) tCO2e 1,267.6 1,123.8 992.0

소계 tCO2e 1,276.7 1,137.1 1,052.9

휠라 미국 직접배출(Scope 1) tCO2e 1,159.8 1,775.8 1,710.1

간접배출(Scope 2) tCO2e 1,571.1 1,645.9 2,028.7

소계 tCO2e 2,730.9 3,421.7 3,738.8

휠라 스포트(홍콩)ㆍ
몬테벨루나

직접배출(Scope 1) tCO2e 69.4 N/A N/A

간접배출(Scope 2) tCO2e 36.0 N/A N/A

소계 tCO2e 105.4 N/A N/A

구분 법인명 범위 단위 2021 2020 2019

에너지

휠라 그룹 총계 GJ 81,503.9 61,323.5 68,819.8 
집약도 GJ/십억원 21.5 16.2 18.1 

법인별 소비량
휠라홀딩스 가솔린 GJ 107.0 102.0 N/A

디젤 GJ 4.0 N/A N/A
LNG GJ 82.0 87.0 N/A
LPG GJ N/A N/A N/A
전력 GJ 2,695.0 1,271.0 N/A
스팀 GJ N/A N/A N/A

휠라코리아 가솔린 GJ 5.0 44.0 566.0
디젤 GJ 124.0 144.0 186.0
LNG GJ 486.0 519.0 173.1
LPG GJ N/A N/A N/A
전력 GJ 26,113.0 23,151.0 16,464.4
스팀 GJ N/A N/A N/A

휠라 미국 가솔린 GJ N/A N/A N/A
디젤 GJ N/A N/A N/A
LNG GJ 35,358.2 19,887.0 31,494.7 
LPG GJ 18.2 24.7 N/A
전력 GJ 14,825.2 14,708.9 17,985.0 
스팀 GJ 603.5 1,384.9 1,950.6 

휠라 스포트(홍콩)ㆍ
몬테벨루나

가솔린 GJ 930.2 N/A N/A
디젤 GJ N/A N/A N/A
LNG GJ N/A N/A N/A
LPG GJ N/A N/A N/A
전력 GJ 152.6 N/A N/A
스팀 GJ N/A N/A N/A

구분 법인명 범위 단위 2021 2020 2019

물

휠라홀딩스 용수 사용량 m³ 845 695 N/A
휠라코리아 용수 사용량 m³ 5,010 4,116 3,038

지하수 사용량 m³ 578 578 578
휠라 미국 용수 사용량 m³ 7,647 N/A N/A
휠라 스포트(홍콩)ㆍ
몬테벨루나

용수 사용량 m³ 25,965 N/A N/A

* 휠라 그룹으로 공시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집약도는 동 보고서 상 주요 공시법인인 휠라홀딩스 및 휠라코리아, 휠라 미국, 휠라 스포트(홍콩), 몬테벨루나의 배출량을 합산한 값임
* 2020년 1월 휠라코리아와 휠라홀딩스의 물적분할로 인해 휠라홀딩스의 데이터는 2020년부터 존재함 (이하 모든 데이터 동일)
*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시 온실가스규약(Green House Gas Protocol) 방법론을 따르며, 대한민국 소재 사무실 및 사업장의 전력량 계산에 한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기준을 따름
* 작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확대에 따라 최근 3개년에 대해 범위 및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재산정하였음. 따라서 2020년, 2019년 배출량이 작년도 공시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온실가스 집약도는 휠라홀딩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함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
	- 휠라홀딩스: 한국 서울 사무실, 한국 부산 패스트센터 사무실
	- 휠라홀딩스: 한국 서울 사무실, 한국 이천 물류센터

휠라홀딩스와 휠라코리아는 2019년 7월 한국 서울 천호동 사무실로 이전하였으며, 두 법인은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므로 면적에 비례해 데이터를 산출하였음 (이하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데이터 동일)
스팍스글렌코, 매그너스홀딩스 및 몬테벨루나 한국 지사는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나 본 보고서의 주요 보고대상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법인들의 데이터는 별도 공시하지 않음
(이하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데이터 동일)

	- 휠라 미국: 미국 뉴욕 사무실, 미국 메릴랜드 사무실, 미국 볼티모어 물류센터
	- 휠라 스포트(홍콩)ㆍ몬테벨루나: 중국 진장 글로벌 소싱센터

휠라 스포트(홍콩)과 몬테벨루나 두 법인은 모두 중국 진장 글로벌 소싱센터에 소재하며, 건물 내 사무실, 휴게공간,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므로 통합 공시함 (이하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데이터 동일)

* 휠라 그룹으로 공시한 에너지 사용량 및 집약도는 동 보고서 상 주요 공시법인인 휠라홀딩스 및 휠라코리아, 휠라 미국, 휠라 스포트(홍콩), 몬테벨루나의 사용량을 합산한 값임
* 에너지 사용량 집약도는 휠라홀딩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함
* 에너지 사용량 산정 범위:
	 - 휠라홀딩스: 한국 서울 사무실, 한국 부산 패스트센터 사무실
	 - 휠라코리아: 한국 서울 사무실, 한국 이천 물류센터
	 - 휠라 미국: 미국 뉴욕 사무실, 미국 메릴랜드 사무실, 미국 볼티모어 물류센터
	 - 휠라 스포트(홍콩)ㆍ몬테벨루나: 중국 진장 글로벌 소싱센터

* 용수 사용량 산정 범위:
	- 휠라홀딩스: 한국 서울 사무실
	- 휠라코리아: 한국 서울 사무실, 한국 이천 물류센터

한국 이천 물류센터는 산업용수 및 생활용수 전량을 지하수로 공급받고 있어 정확한 사용량 측정이 불가하나, 저수조 청소시 용수 전량을 소진 및 배출하므로 저수조 용량을 기
준으로 연간 용수 사용량을 측정함

	- 휠라 미국: 미국 뉴욕 사무실, 미국 메릴랜드 사무실, 미국 볼티모어 물류센터
	- 휠라 스포트(홍콩)ㆍ몬테벨루나: 중국 진장 글로벌 소싱센터

ES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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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임직원

전체 휠라홀딩스 명 68 61 N/A
휠라코리아 명 261 259 290
휠라 미국 명 367 354 363
휠라 룩셈부르크 명 7 6 5
휠라 스포트(홍콩) 명 145 136 143
몬테벨루나 명 56 62 69

남성 휠라홀딩스 명 39 38 N/A
휠라코리아 명 135 141 173
휠라 미국 명 193 187 200
휠라 룩셈부르크 명 1 1 1
휠라 스포트(홍콩) 명 52 45 47
몬테벨루나 명 17 10 22

여성 휠라홀딩스 명 29 23 N/A
휠라코리아 명 126 118 117
휠라 미국 명 174 167 163
휠라 룩셈부르크 명 6 5 4
휠라 스포트(홍콩) 명 93 91 96
몬테벨루나 명 39 52 47

20세 이상
30세 미만

휠라홀딩스 명 9 4 N/A
휠라코리아 명 42 28 23
휠라 미국 명 49 53 73
휠라 룩셈부르크 명 1 1 0
휠라 스포트(홍콩) 명 22 23 23
몬테벨루나 명 12 18 15

30세 이상 
50세 미만

휠라홀딩스 명 55 51 N/A
휠라코리아 명 203 216 245
휠라 미국 명 192 175 168
휠라 룩셈부르크 명 5 4 5
휠라 스포트(홍콩) 명 114 104 104
몬테벨루나 명 42 52 42

50세 이상 휠라홀딩스 명 8 8 N/A
휠라코리아 명 13 17 28
휠라 미국 명 126 126 122
휠라 룩셈부르크 명 1 1 0
휠라 스포트(홍콩) 명 9 9 9
몬테벨루나 명 2 11 12

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임직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휠라홀딩스 명 62 55 N/A
휠라코리아 명 248 246 274
휠라 미국 명 366 351 361
휠라 룩셈부르크 명 7 6 5
휠라 스포트(홍콩) 명 144 136 136
몬테벨루나 명 56 61 66

기간제 근로자 휠라홀딩스 명 6 6 N/A
휠라코리아 명 13 13 16
휠라 미국 명 1 3 2
휠라 룩셈부르크 명 0 0 0
휠라 스포트(홍콩) 명 1 0 7
몬테벨루나 명 0 1 3

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신규 임직원

전체 휠라홀딩스 명 11 10 N/A
휠라코리아 명 39 22 32
휠라 미국 명 167 60 165
휠라 룩셈부르크 명 2 2 2
휠라 스포트(홍콩) 명 19 15 19
몬테벨루나 명 21 21 34

남성 휠라홀딩스 명 6 3 N/A
휠라코리아 명 14 5 12
휠라 미국 명 105 29 101
휠라 룩셈부르크 명 1 0 1
휠라 스포트(홍콩) 명 5 8 8
몬테벨루나 명 6 7 14

여성 휠라홀딩스 명 5 7 N/A
휠라코리아 명 25 17 25
휠라 미국 명 62 31 64
휠라 룩셈부르크 명 1 2 1
휠라 스포트(홍콩) 명 14 7 11
몬테벨루나 명 15 14 20

20세 이상
30세 미만

휠라홀딩스 명 7 1 N/A
휠라코리아 명 23 7 11
휠라 미국 명 44 16 54
휠라 룩셈부르크 명 1 1 0
휠라 스포트(홍콩) 명 6 4 0
몬테벨루나 명 5 3 2

30세 이상 
50세 미만

휠라홀딩스 명 4 9 N/A
휠라코리아 명 16 15 20
휠라 미국 명 90 33 77
휠라 룩셈부르크 명 1 1 2
휠라 스포트(홍콩) 명 13 11 0
몬테벨루나 명 16 32 22

50세 이상 휠라홀딩스 명 0 0 N/A
휠라코리아 명 0 0 1
휠라 미국 명 33 11 34
휠라 룩셈부르크 명 0 0 0
휠라 스포트(홍콩) 명 0 0 0
몬테벨루나 명 0 1 1

구분 법인명 범위 단위 2021 2020 2019

폐기물

물류센터(한국) 총 폐기물 배출량 ton 414 478 344
재활용량 ton 200 231 279
소각량 ton 214 248 66

물류센터(미국) 총 폐기물 배출량 ton 411 360 460
재활용량 ton 343 297 374
매립량 ton 68 62 86

* 폐기물 발생량 산정 범위:
	 - 주요 법인 사무실에서 생활 폐기물이 발생하나 건물 전체 단위로 관리되므로 정확한 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할 수 없음. 따라서 사무실에 비해 폐기물 발생량이 유의미한 물류센터에	
	   한해 공시하며, 한국/미국 물류센터는 각 휠라코리아, 휠라 미국법인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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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여성 임직원

관리직에 있는 여성 임직원수 휠라홀딩스 명 3 3 N/A
휠라코리아 명 11 10 9
휠라 미국 명 62 71 56
휠라 룩셈부르크 명 1 1 1
휠라 스포트(홍콩) 명 16 11 11
몬테벨루나 명 10 5 3

관리직에 있는 총 임직원수 휠라홀딩스 명 18 16 N/A
휠라코리아 명 59 59 69
휠라 미국 명 114 127 104
휠라 룩셈부르크 명 1 1 1
휠라 스포트(홍콩) 명 33 26 23
몬테벨루나 명 20 12 8

관리직 중 여성 임직원 비율 휠라홀딩스 % 16.7 18.8 N/A
휠라코리아 % 18.6 16.9 13.0 
휠라 미국 % 54.4 55.9 53.8 
휠라 룩셈부르크 % 100 100 100 
휠라 스포트(홍콩) % 48.5 42.3 47.8
몬테벨루나 % 50.0 41.7 37.5 

전체 직원 중 여성 임직원 비율 휠라홀딩스 % 42.7 37.7 N/A
휠라코리아 % 48.3 45.6 40.3 
휠라 미국 % 47.4 45.6 45.4 
휠라 룩셈부르크 % 85.7 83.3 80.0 
휠라 스포트(홍콩) % 64.1 66.9 67.1 
몬테벨루나 % 69.6 83.9 68.1 

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육아 휴직자

남성 육아 휴직자수 휠라홀딩스 명 0 0 N/A
휠라코리아 명 0 0 0
휠라 미국 명 0 0 0
휠라 룩셈부르크 명 0 0 0
휠라 스포트(홍콩) 명 3 0 1
몬테벨루나 명 1 0 0

여성 육아 휴직자수 휠라홀딩스 명 2 2 N/A
휠라코리아 명 11 10 10
휠라 미국 명 5 6 2
휠라 룩셈부르크 명 0 0 0
휠라 스포트(홍콩) 명 2 1 4
몬테벨루나 명 0 2 1

육아 휴직 후 복귀율 휠라홀딩스 % 100 100 N/A
휠라코리아 % 100 100 100.0 
휠라 미국 % 80 83 0 
휠라 룩셈부르크 % N/A N/A N/A
휠라 스포트(홍콩) % 100 100 N/A
몬테벨루나 % 100 100 100 

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R&D

연구개발 비용 휠라홀딩스 천원 3,863,000 4,130,000 3,769,00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휠라홀딩스 % 0.1 0.1 N/A

휠라코리아 % N/A N/A 0.1 
전문 연구인력 수 휠라홀딩스 명 19 19 N/A

휠라코리아 명 N/A N/A 15 

구분 법인명 범위 단위 2021 2020 2019

소수집단

장애 임직원 휠라홀딩스 명 0 0 N/A
휠라코리아 명 1 1 1
휠라 미국 명 N/A N/A N/A
휠라 룩셈부르크 명 0 0 0
휠라 스포트(홍콩) 명 0 0 0
몬테벨루나 명 0 0 0

소수 인종·민족 휠라홀딩스 아시아인 명 68 61 N/A
휠라코리아 아시아인 명 261 259 290
휠라 미국 아시아인 명 29 26 24

흑인 명 139 113 127
히스패닉 명 13 15 15
인도인 명 2 2 2
백인 명 176 194 193

둘 이상의 인종 명 5 4 2
휠라 룩셈부르크 아시아인 명 1 1 0

흑인 명 1 1 0
백인 명 5 4 5

휠라 스포트(홍콩) 아시아인 명 145 136 143
몬테벨루나 아시아인 명 56 62 69

* 휠라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의 사유로 임직원의 장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음

* 모든 공시 법인을 대상으로 관리직 임직원은 팀장/Manager 직책 이상으로 정의함

* 연구개발 비용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휠라홀딩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사업부문별 디자인 및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포괄함
* 연구인력의 수는 휠라 그룹의 R&D 조직인 패스트센터(FAST CENTER) 임직원 수로 산정하였음. 패스트센터는 2020년 1월 휠라코리아와 휠라홀딩스 물적분할로 인해 휠라코리아	
   에서 휠라홀딩스로 소속이 변경됨

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퇴직자

남성 휠라홀딩스 명 3 4 N/A
휠라코리아 명 16 3 6
휠라 미국 명 4 0 1
휠라 룩셈부르크 명 1 0 0
휠라 스포트(홍콩) 명 0 9 7
몬테벨루나 명 0 3 3

여성 휠라홀딩스 명 0 2 N/A
휠라코리아 명 14 11 5
휠라 미국 명 4 1 0
휠라 룩셈부르크 명 0 1 0
휠라 스포트(홍콩) 명 0 7 9
몬테벨루나 명 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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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임직원 교육 

임직원 총 교육 시간 휠라홀딩스 시간 259 349 N/A
휠라코리아 시간 1,022 1,671 6,588 
휠라 미국 시간 927 328 196.5 
휠라 룩셈부르크 시간 100 36 9 
휠라 스포트(홍콩) 시간 34 36 44 
몬테벨루나 시간 34 N/A 44 

임직원 1인당 교육 시간 휠라홀딩스 시간 3.8 5.7 N/A
휠라코리아 시간 3.9 6.5 22.7 
휠라 미국 시간 0.4 1.2 2.1 
휠라 룩셈부르크 시간 14.3 12 3 
휠라 스포트(홍콩) 시간 34 N/A 11 
몬테벨루나 시간 15 28 66 

임직원 참여 비율 휠라홀딩스 % 100 100 N/A
휠라코리아 % 100 100 98 
휠라 미국 % 100 100 100 
휠라 룩셈부르크 % 100 100 100 
휠라 스포트(홍콩) % 100 100 100 
몬테벨루나 % 91 N/A 90 

임직원 총 교육 비용 휠라홀딩스 원 351,346 4,390,079 N/A
휠라코리아 원 10,397,440 18,220,961 184,544,949 
휠라 미국 USD 82,023 24,651 44,502 
휠라 룩셈부르크 USD 2,914 5,218 949 
휠라 스포트(홍콩) USD 4,500 N/A 3,750 
몬테벨루나 USD 1,300 N/A 700 

임직원 1인당 교육 비용 휠라홀딩스 원 139,228 21,311 N/A
휠라코리아 원 36,482 61,498 281,433 
휠라 미국 USD 224 61 110 
휠라 룩셈부르크 USD 416 1,739 316 
휠라 스포트(홍콩) USD 31 N/A 26 
몬테벨루나 USD 23 N/A 26 

* 휠라 미국법인은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및 다양성 관련 교육에 한해 인원수 및 시간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교육에 한해 정보를 공시함
* 각 교육 종류별 수강대상자는 법인별 총 임직원 수와 상이하며 교육 종류별 비용이 다양하므로, 총 교육 비용과 1인당 교육 비용은 산술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음

구분 법인명 범위 단위 2021 2020 2019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휠라홀딩스 이수 인원 명 68 61 N/A
참석율 % 100 100 N/A

휠라코리아 이수 인원 명 261 259 290
참석율 % 100 100 100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휠라홀딩스 이수 인원 명 68 61 N/A
참석율 % 100 100 N/A

휠라코리아 이수 인원 명 261 259 290
참석율 % 100 100 100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휠라홀딩스 이수 인원 명 68 61 N/A
참석율 % 100 100 N/A

휠라코리아 이수 인원 명 261 259 290
참석율 % 100 100 100 

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윤리준법교육

전사 윤리 및 
준법 교육 실행 인원

휠라홀딩스 명 61 61 N/A
휠라코리아 명 252 259 325 
휠라 미국 명 309 168 296 
휠라 룩셈부르크 명 0 0 0 
휠라 스포트(홍콩) 명 145 N/A N/A
몬테벨루나 명 50 N/A N/A

윤리제보 신고 조치율 휠라홀딩스 % 100 100 100 

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제품 안정성

보고기간 동안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규정 
및 자율규정을 위반한 사건 수

휠라홀딩스 건 0 0 0
휠라코리아 건 1 1 0
휠라 미국 건 0 0 0
휠라 룩셈부르크 건 0 0 0
휠라 스포트(홍콩) 건 0 0 0
몬테벨루나 건 0 0 0

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환경 법률 및 규제 위반사항

위반 횟수 휠라홀딩스 건 0 0 0
휠라코리아 건 0 0 0
휠라 미국 건 0 0 0
휠라 룩셈부르크 건 0 0 0
휠라 스포트(홍콩) 건 0 0 0
몬테벨루나 건 0 0 0

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안전보건경영

산업재해 건수 휠라홀딩스 건 0 0 N/A
휠라코리아 건 0 0 0
휠라 미국 건 0 0 0
휠라 룩셈부르크 건 0 0 0
휠라 스포트(홍콩) 건 0 0 0
몬테벨루나 건 0 0 0

휠라 사망자 수 
(국내 및 해외)

휠라홀딩스 명 0 0 N/A
휠라코리아 명 0 0 0
휠라 미국 명 0 0 0
휠라 룩셈부르크 명 0 0 0
휠라 스포트(홍콩) 명 0 0 0
몬테벨루나 명 0 0 0

협력사 사망자 수
(국내 및 해외)

휠라홀딩스 명 0 0 N/A
휠라코리아 명 0 0 0
휠라 미국 명 0 0 0
휠라 룩셈부르크 명 N/A N/A N/A
휠라 스포트(홍콩) 명 0 0 0
몬테벨루나 명 0 0 0

* 휠라 미국법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인원 수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 휠라 스포트(홍콩)과 몬테벨루나의 협력사 사망률 공시범위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함

* 휠라홀딩스가 휠라 그룹의 제보채널을 총괄 관리하므로 휠라홀딩스의 대응률만 기재함
* 휠라 미국법인에서 진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다양성 관련 교육이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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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정보보안

연간 정보보안 훈련 진행 횟수 휠라홀딩스 회 1 1 1
휠라코리아 회 1 1 1
휠라 미국 회 1 1 13
휠라 룩셈부르크 회 0 0 0
휠라 스포트(홍콩) 회 0 0 0
몬테벨루나 회 0 0 0

정보보안 침해 건수 휠라홀딩스 건 0 0 0
휠라코리아 건 0 0 0
휠라 미국 건 0 0 0
휠라 룩셈부르크 건 0 0 0
휠라 스포트(홍콩) 건 0 0 0
몬테벨루나 건 0 0 0

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사회공헌 활동

자선단체 등 기부 금액 휠라홀딩스 천원 0 0 N/A
휠라코리아 천원 41,023 233,143 815,476
휠라 미국 USD 335,611 625,565 599,657 
휠라 룩셈부르크 USD 0 91,308 0 
휠라 스포트(홍콩) USD 0 0 0 
몬테벨루나 USD 0 0 0 

구분 법인명 단위 2021 2020 2019

이사회

개최 수 휠라홀딩스 회 12 16 11
의결 안건 수 휠라홀딩스 건 31 37 34
반대 또는 개선 의견 안건 수 휠라홀딩스 건 0 0 0 
사외이사 참석률 휠라홀딩스 % 97.2 95.9 89.8 
총 이사 수 휠라홀딩스 명 7 7 7
사내이사 수 휠라홀딩스 명 4 4 4
사외이사 수 휠라홀딩스 명 3 3 3
사외이사 비율 휠라홀딩스 % 42.9 42.9 42.9 
여성 임원 수 휠라홀딩스 명 1 1 N/A

Independent Auditor’s Report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주주 및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

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

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

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핵심감사사항
핵심감사사항은 우리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은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견형성 시 다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Acushnet Holdings Corp. 영업권 손상검토

경영진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 마다 비한정내용연수 자산인 영업권에 대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

제표에 대한 주석 3 (10)과같이,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연결회사는 과거 사업결합 결과 인식한 종속기업인 Acushnet Holdings Corp.의 현금창출단위별 영업권에 대하여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

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cushnet Holdings Corp. 영업권의 총 금액은 395,805백만원(주석 15 참조)으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연결총자산 대비 약 9.2%로 유의적이며, 회수가능액의 추정은 연결회사가 적용한 가정 및 추정치 결정 시 경영진의 판단이 개입

되며, 경영진의 편향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Acushnet Holdings Corp.의 영업권 손상검토를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핵심감사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Acushnet Holdings Corp.의 영업권 손상검토를 위한 우리의 감사절차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손상 평가를 위해 연결회사가 고용한 외부평가전문가의 적격성 및 독립성 평가

- 감사인의 내부 가치평가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방법론과 할인율 등 평가에 사용한주요 가정에 대해 검토

- 추정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년도 예측치를 실제 결과와 비교

- 손상평가에 사용한 재무데이터와 경영진이 확인한 사업계획의 비교 대사

- 손상평가와 관련된 내부통제의 평가

기타사항
연결회사의 202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1년 3월 19일자 감사보고

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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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

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연결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연결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내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우리는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

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또한, 우리는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및 해당되는 경

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들 중에서 당기 연결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합니다. 법규에

서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공개적인 공시를 배제하거나, 극히 드문 상황으로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해당 사항을 기술함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해

당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공익적 효익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커뮤니케이션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는 감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들을 기술합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근거가 된 감사를 실시한 업무수행이사는 지동현 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22년 3월 21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연 결 재 무 제 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3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

제 32기 기말 제 31기 기말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699,203,590,783 470,647,552,52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471,299,961,375 518,469,298,078

재고자산 757,797,014,936 615,551,915,344

기타금융자산 2,856,203,608 3,376,195,07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6,661,066,104 5,614,267,136

계약자산 9,438,025,435 14,162,389,496

파생금융자산 7,492,318,875 1,268,799,488

당기법인세자산 9,830,343,357 3,160,842,368

기타유동자산 76,551,867,337 53,812,962,766

유동자산 합계 2,041,130,391,810 1,686,064,222,278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7,301,711,873 10,215,389,696

장기기타금융자산 329,028,011 19,267,530,948

유형자산 418,218,322,008 405,235,647,374

무형자산 1,552,788,149,077 1,450,746,613,697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155,037,097,758 100,788,492,4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7,021,500,000 3,557,560,000

파생금융자산 1,767,776,285 32,171,072

이연법인세자산 72,137,123,470 76,390,962,631

기타비유동자산 23,125,715,122 6,142,658,688

비유동자산 합계 2,247,726,423,604 2,072,377,026,522

자산총계 4,288,856,815,414 3,758,441,248,800

부채   

유동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36,945,250,754 407,880,923,687

차입금및사채 285,865,529,108 355,990,470,781

기타금융부채 31,189,783,156 30,749,848,690

파생상품부채 578,903,941 8,672,731,96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9,275,280,360 655,074,455

기타유동부채 35,534,253,257 34,101,638,344

유동계약부채 65,387,619,780 34,854,798,229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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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기 기말 제 31기 기말

당기법인세부채 86,612,063,670 122,554,246,617

유동부채 합계 1,051,388,684,026 995,459,732,771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3,030,976,340 12,307,419,358

차입금 및 사채 421,067,869,136 507,116,631,655

기타금융부채 84,710,565,048 108,655,819,427

파생금융부채 - 1,072,132,608

순확정급여부채 126,060,817,564 130,684,023,874

이연법인세부채 268,303,092,865 131,453,490,442

기타비유동부채 5,895,114,492 7,321,377,280

계약부채 6,712,181,099 7,042,814,400

법인세부채 5,198,278,518 - 

부채총계 1,982,367,579,088 1,901,113,441,815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610,945,351,915 1,292,436,125,023

자본금 61,115,070,000 61,115,070,000

자본잉여금 108,088,401,752 107,157,109,019

자본조정 (29,410,811,836) (28,919,048,32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5,158,275,664 (26,258,559,358)

이익잉여금 1,405,994,416,335 1,179,341,553,684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총계 1,610,945,351,915 1,292,436,125,023

비지배지분 695,543,884,411 564,891,681,962

자본총계 2,306,489,236,326 1,857,327,806,985

자본과부채총계 4,288,856,815,414 3,758,441,248,800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3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

제 32기 기말 제 31기 기말

매출 3,793,958,639,955 3,128,805,852,797

매출원가 1,913,708,628,704 1,584,164,454,400

매출총이익 1,880,250,011,251 1,544,641,398,397

판매관리비 1,387,398,857,082 1,203,563,514,116

영업이익 492,851,154,169 341,077,884,281

기타수익 6,443,585,817 8,220,398,778

기타비용 6,156,542,969 22,246,207,938

금융수익 25,319,348,174 38,600,605,960

금융비용 54,216,920,708 68,349,474,469

지분법이익 48,559,846,950 42,601,175,03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12,800,471,433 339,904,381,650

법인세비용 174,991,141,719 142,165,662,552

당기순이익 337,809,329,714 197,738,719,098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659,934,594 (11,540,992,69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2,625,666,520 90,702,28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지분법자본변동 2,399,351,233 6,345,334,060

해외사업환산손익 130,990,965,578 (71,789,805,520)

파생금융자산평가손익 12,109,661,761 (6,292,637,739)

당기 세후 기타포괄손익 154,785,579,686 (83,187,399,609)

당기총포괄손익 492,594,909,400 114,551,319,489

당기순이익 귀속

지배주주지분 235,231,954,419 139,029,603,129

비지배주주지분 102,577,375,295 58,709,115,969

당기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주주지분 329,187,427,888 81,481,209,150

비지배지분 163,407,481,512 33,070,110,339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3,914 2,306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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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3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

총자본

총계
비지배지분 총자본 합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총계 합계

2020년 01월 01일(전기초) 61,115,070,000 108,826,726,445 (25,356,340,102) 25,053,811,764 1,080,014,306,274 1,249,653,574,381 551,290,043,444 1,800,943,617,825

총포괄
손익

당기순이익 - - - - 139,029,603,129 139,029,603,129 58,709,115,969 197,738,719,09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90,702,280 - 90,702,280 - 90,702,28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6,388,291,384) (6,388,291,384) (5,152,701,306) (11,540,992,690)

지분법자본변동 - -  - 6,345,334,060 - 6,345,334,060 - 6,345,334,060

파생금융자산평가이익 - - - (2,601,606,546)  - (2,601,606,546) (3,691,031,193) (6,292,637,739)

해외사업환산손익 - - - (54,994,532,389)  - (54,994,532,389) (16,795,273,131) (71,789,805,520)

소유주
와의
거래

주식기준보상 -  - - - - - 19,870,694,310 19,870,694,310

자기주식의 취득 - - (23,490,842,800) -  - (23,490,842,800) (8,326,428,129) (31,817,270,929)

자기주식의 소각 - - 19,993,594,100 - (19,993,594,100) - - - 

비지배지분의 변동  - (1,669,617,426) (65,459,520) (152,268,527) - (1,887,345,473) 1,887,345,473  -

연차배당 - - - - (13,320,470,235) (13,320,470,235) (32,900,083,475) (46,220,553,710)

2020년 12월 31일(전기말) 61,115,070,000 107,157,109,019 (28,919,048,322) (26,258,559,358) 1,179,341,553,684 1,292,436,125,023 564,891,681,962 1,857,327,806,985

2021년 01월 01일(당기초) 61,115,070,000 107,157,109,019 (28,919,048,322) (26,258,559,358) 1,179,341,553,684 1,292,436,125,023 564,891,681,962 1,857,327,806,985

총포괄
손익

당기순이익  - -  -  - 235,231,954,419 235,231,954,419 102,577,375,295 337,809,329,71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2,625,666,520  - 2,625,666,520 - 2,625,666,52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2,538,638,447 2,538,638,447 4,121,296,147 6,659,934,594

지분법자본변동  -  - - 2,399,351,233 - 2,399,351,233  - 2,399,351,233

파생금융자산평가이익 - -  - 5,951,253,175 - 5,951,253,175 6,158,408,586 12,109,661,761

해외사업환산손익  -  -  - 80,440,564,094  - 80,440,564,094 50,550,401,484 130,990,965,578

소유주
와의
거래

주식기준보상 - - -  - - - 35,873,340,418 35,873,340,418

비지배지분의 변동 - 931,292,733 (491,763,514) - - 439,529,219 (37,802,888,871) (37,363,359,652)

연차배당  - -  -  - (11,117,730,215) (11,117,730,215) (30,825,730,610) (41,943,460,825)

2021년 12월 31일(당기말) 61,115,070,000 108,088,401,752 (29,410,811,836) 65,158,275,664 1,405,994,416,335 1,610,945,351,915 695,543,884,411 2,306,489,236,326

(단위: 원)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3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

제 32기 기말 제 31기 기말

영업활동현금흐름 524,557,784,342 445,004,105,90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641,874,868,311 584,138,082,440

법인세납부 (105,495,126,072) (112,020,913,613)

이자지급 (21,397,043,420) (35,851,909,458)

이자수취 1,597,930,054 1,229,513,395

배당금수취 7,977,155,469 7,509,333,139

투자활동현금흐름 (39,590,774,783) (55,171,203,714)

유형자산의 취득 (50,164,962,875) (39,291,565,178)

유형자산의 처분 562,365,961 832,085,608

무형자산의 취득 (6,470,459,416) (10,025,185,339)

무형자산의 처분 - 110,132,166

금융자산의 취득 (16,674,193) (69,119,725,598)

금융자산의 처분 17,514,663,676 61,063,554,667

보증금의 증가 (2,625,473,987) (637,343,640)

보증금의 감소 682,500,000 1,414,627,020

대여금의 증가 - (100,000,000)

대여금의 감소 418,048,696 - 

리스순투자의 감소 522,185,689 582,216,580

사용권자산의 증가 (12,968,334) - 

재무활동현금흐름 (297,171,221,326) (134,509,388,822)

배당금의 지급 (11,117,730,215) (13,320,470,235)

비지배지분에 대한 배당금 지급 (30,825,730,610) (32,900,083,475)

차입금의 상환 (554,520,985,155) (921,459,690,639)

차입금의 차입 288,187,774,601 963,828,316,273

사채의 발행 70,000,000,000 - 

사채발행비 (175,000,000) - 

사채의 상환 - (63,679,000,000)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32,229,126,881) (35,255,713,193)

자기주식의 취득 - (23,490,842,800)

비지배지분의 변동 (26,490,423,066) (8,231,904,753)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감 187,795,788,233 255,323,513,36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470,647,552,525 232,032,424,388

환율변동효과(현금및현금성자산) 40,760,250,025 (16,708,385,230)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699,203,590,783 470,647,552,525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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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재 무 상 태 표

제 32기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31기 기말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제 32기 기말 제 31기 기말

자산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58,395,752,786 33,090,823,47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689,345,816 1,349,488,072

기타금융자산 97,975,338 7,543,834

기타유동자산 8,897,375,416 102,103,112

유동자산 합계 69,080,449,356 34,549,958,496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8,659,688 158,659,688

장기기타금융자산 4,000,000 -

유형자산 1,468,848,688 3,032,214,761

무형자산 2,649,434,819 2,923,271,557

종속기업투자 693,740,508,411 558,740,508,41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7,021,500,000 3,557,560,000

이연법인세자산 261,852,877 59,662,097,731

비유동자산 합계 705,304,804,483 628,074,312,148

자산총계 774,385,253,839 662,624,270,644

부채 　 　

유동부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7,701,478,891 6,688,792,535

차입금및사채 194,079,700,000 137,696,000,000

미지급법인세 9,759,522,492 88,768,244,464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부채 157,882,744 168,064,938

기타금융부채 413,374,386 416,857,992

유동부채 합계 212,111,958,513 233,737,959,929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82,669,165 57,659,569

차입금및사채 69,855,429,926 17,000,000,000

기타금융부채 435,312,391 2,308,275,757

순확정급여부채 891,430,226 1,605,177,788

미지급법인세 710,620,942 -

(단위: 원)

제 32기 기말 제 31기 기말

비유동부채 합계 71,975,462,650 20,971,113,114

부채 총계 284,087,421,163 254,709,073,043

자본 　 　

자본금 61,115,070,000 61,115,070,000

자본잉여금 117,766,679,366 117,766,679,366

자본조정 (19,939,269,300) (19,939,269,3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972,497,000 346,830,480

이익잉여금 328,382,855,610 248,625,887,055

자본 총계 490,297,832,676 407,915,197,601

부채 및 자본 총계 774,385,253,839 662,624,270,644

제 32기 기말 제 31기 기말

영업수익 106,259,523,685 376,281,349

영업비용 10,844,756,861 9,092,754,474

영업이익(손실) 95,414,766,824 (8,716,473,125)

기타수익 20,005,818 167,557,840

기타비용 19,620,008 51,658,068

금융수익 1,308,660,070 7,007,641,898

금융비용 9,094,427,910 8,432,915,23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87,629,384,794 (10,025,846,689)

법인세비용(수익) (3,272,490,449) 37,498,078,542

당기순이익(손실) 90,901,875,243 (47,523,925,231)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7,176,473) (674,954,54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2,625,666,520 90,702,280

총포괄이익(손실) 93,500,365,290 (48,108,177,499)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손실) 1,513 (788)

(단위: 원)

(단위: 원)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3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3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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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변 동 표

제 3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

총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총계 합계

2020년 01월 01일(전기초) 61,115,070,000 117,766,679,366 (16,442,020,600) 256,128,200 330,138,831,169 492,834,688,135

총포괄
손익

당기순손실 -  - - - (47,523,925,231) (47,523,925,23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674,954,548) (674,954,54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90,702,280 - 90,702,28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 거래

자기주식의 취득  - - (23,490,842,800)  -  - (23,490,842,800)

자기주식의 소각 -  - 19,993,594,100  - (19,993,594,100) - 

연차배당 - - -  - (13,320,470,235) (13,320,470,235)

2020년 12월 31일(전기말) 61,115,070,000 117,766,679,366 (19,939,269,300) 346,830,480 248,625,887,055 407,915,197,601

2021년 01월 01일(당기초) 61,115,070,000 117,766,679,366 (19,939,269,300) 346,830,480 248,625,887,055 407,915,197,601

총포괄
손익

당기순이익  -  - -  - 90,901,875,243 90,901,875,24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27,176,473) (27,176,47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익  -  -  - 2,625,666,520  - 2,625,666,52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 거래

연차배당 - - -  - (11,117,730,215) (11,117,730,215)

2021년 12월 31일(당기말) 61,115,070,000 117,766,679,366 (19,939,269,300) 2,972,497,000 328,382,855,610 490,297,832,676

(단위: 원)

현 금 흐 름 표

제 32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31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

제 32기 기말 제 31기 기말

영업활동현금흐름 67,024,954,067 (46,139,186,094)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흐름 (7,875,894,188) (12,035,324,578)

법인세납부 (25,183,764,406) (31,342,588,844)

이자지급 (5,975,558,537) (3,219,005,554)

이자수취 240,171,198 457,732,882

배당금수취 105,820,000,000 -  

투자활동현금흐름 (135,462,614,548) (57,404,276,24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4,000,000) (55,453,025,525)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59,053,078,701

보증금의 증가 (10,000,000) (185,383,008)

보증금의 감소 15,000,000 91,587,320

유형자산의 취득 (437,914,548) (160,304,503)

무형자산의 취득 (25,700,000) (101,219,350)

무형자산의 처분 -  594,750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135,000,000,000) (246,400,000)

물적분할로 인한 현금유출 -  (60,403,204,625)

재무활동현금흐름 93,687,506,588 5,351,939,203

차입금의 차입 141,451,200,000 127,260,600,000

차입금의 상환 (106,130,640,000) (21,000,000,000)

사채의 발행 70,000,000,000 -  

사채발행비 (175,000,000) -  

사채의 상환 -  (63,679,000,000)

리스부채의 감소 (340,323,197) (418,347,762)

자기주식의 취득 - (23,490,842,800)

배당금의 지급 (11,117,730,215) (13,320,470,235)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감 25,249,846,107 (98,191,523,131)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3,090,823,478 131,616,424,64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55,083,201 (334,078,03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58,395,752,786 33,090,823,478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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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표 내용 보고 위치 비고

조직 
프로필

102-1 조직명 p13
102-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p18-21
102-3 본사 위치 p125
102-4 사업장 위치 p6-7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p13
102-6 시장 영역 p6-7, p13
102-7 조직 규모 p6-7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p65, p98-102
102-9 조직 공급망 p6-7, p80-83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p6-7, p80-83

102-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p44-45, p54-55, 
p62-63, p78-79, 

p84-85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p119-122
102-13 가입 협회 p122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서 p4-5
105-15 주요 영향, 위기 및 기회 p26-27

윤리성 및 청렴성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p14-15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 및 고충처리 제도 p90-91

거버넌스

102-18 거버넌스 구조 p86-88
102-20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원진 책임 p87
102-21 이해관계자와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 협의 p37-39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구성 p86
102-3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점검 p87
102-33 중요 사안에 대한 보고 p87

이해
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p37
102-41 단체협약 p69 100%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p37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p37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p36-37

보고관행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체 목록 p13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p36-37
102-47 중대 주제 목록 (List of material topics) p37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
변경되는 사항은 각 항목에 
각주로 표기함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p36-37
102-50 보고 기간 - About this Report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 About this Report
102-52 보고 주기 - About this Report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 About this Report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 About this Report
102-55 GRI Content Index p116-118
102-56 외부 검증 p123-124

GRI Index
공동주제(Universal Standards)

주제 지표 내용 보고 위치 비고

중대이슈

친환경 제품 및 소재

친환경 제품 및 소재
103-1, 2, 3 측면별 경영접근방식 p44-45

-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지속가능 소재 개발 p46-53

구성원 만족도

고용
103-1, 2, 3 측면별 경영접근방식 p62-63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하는 복리후생 p67

훈련 및 
교육

103-1, 2, 3 측면별 경영접근방식 p62-63

404-1 임직원 평균훈련시간 p102

404-2 임직원 직무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p65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및
브랜드 포지셔닝

103-1, 2, 3 측면별 경영접근방식 p84-85

- 중장기 5 개년 전략 수립 및 발표 p15

- 리스크 관리 p26-27, p91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공급업체 사회평가
103-1, 2, 3 측면별 경영접근방식 p78-79

414-1 사회영향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p82-83

연구개발 및 품질경영

연구개발 및 품질경영
103-1, 2, 3 측면별 경영접근방식 p62-63

- R&D p71-72

 원재료 및 자원 관리  

원재료

103-1, 2, 3 측면별 경영접근방식 p44-45

301-2 재활용된 원재료 사용 p48-49

301-3 회수한 제품 및 제품 포장재료 p48-52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배출

103-1, 2, 3 측면별 경영접근방식 p54-55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1) p58, p96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2) p97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p96

일반보고 주제

경제

간접 경제효과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p73-77

특정표준공개(Topic Specific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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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지표 내용 보고 위치 비고

환경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p97

302-3 에너지 집약도 p97

용수 및 배출
303-2 용수배출 관리 및 임팩트 p97

303-5 지역별 총 용수 소비량 p59, p97

폐기물
306-2 주요 폐기물 관련 영향 관리 p52-53, p59

306-3 폐기물 배출량 p59, p98

사회

산업안전보건

403-1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시스템 p67-68

휠라홀딩스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음

403-2 위험 식별, 리스크 평가, 사고 조사 p67-68

403-3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p67-68

403-4 사업장 보건안전에 관한 근로자들의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p67-68

403-5 직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근로자 교육 p67-68

403-6 근로자 건강 증진 p67-68

403-7
사업 관계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보건 및 안전 영향
에 대한 예방 및 완화

p67-68

403-8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시스템이 적용되는 근로자 - 100%

403-9 업무 관련 부상 - 0건

403-10 업무 관련 질병 - 0건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p98-101

아동노동 408-1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p68, p80-83

강제노동 409-1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및 공급업체 p68, p80-83

인권평가
412-1 인권검토 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p80-83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임직원 교육 p68-69, p102

고객 안전보건
416-1 제품 및 서비스군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p47, p72

416-2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에 관한 법률 및 자발적 규정 위반 p103

고객개인정보보호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에 대한 불만 건수 p92, p104 

UN Global Compact
휠라는 2021년 3월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환경, 노동, 인권, 반부패 4 대 분야 10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이를 지속가능경영 전략으로 

접목하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힘쓰는 휠라가 되겠습니다.

UN Global Compact 10 대 원칙 보고 위치 

인권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p68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p81

노동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 p68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p68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 p68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p68

환경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p68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p68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p46-53

반부패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p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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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 CDP
휠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재무 영향을 파악하고, 회사의 전략 방향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7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2022년 3월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휠라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TCFD 및 CDP 권고안에 

기반하여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배구조

휠라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는 이사회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정기 이사회에서 ESG 업무 및 리스크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어, 기후변

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 관리,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경영진은 기후변화 이슈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략

휠라는 기후변화 이슈가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조직의 경영 목표와 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원자재 공급 

및 수급 리스크, R&D 투자, 친환경 소재 개발 등 항목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즉각 대응하고, 관련 법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과 이윤창출을 위한 변화와 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위험관리

휠라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은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절차에 따라 식별하여 평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휠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전환 

리스크와 물리적 리스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환 리스크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정책 변화, 구조적 기술 혁신, 평판 위험으로 정의되며, 

물리적 리스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초래하는 사업 상 급성 및 만성적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구분 유형 대응 방향

전환 리스크

구조적 기술 혁신
· R&D 투자 및 기술 혁신
· 제품 포트폴리오 지속가능성 전환

기후변화 정책
· 글로벌 법규·제도 상시 모니터링
· 그룹 차원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평판 · 공정과정 내 자원 사용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물리적 리스크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및 환경 변화
· 물리적 자산 손해 가능성 검토 및 예방안 마련
· 원자재 수급 다변화

구분 TCFD 권고안 CDP 보고 위치 상세 내용

지배구조

a)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C1.1 b
·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 감독을 위한 정기 이사회  
  개최(분기별)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C1.2, C1.2a

·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등 감독
· 기후변화 이슈 안건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및 
  주요 의사결정 수행

전략

a) 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시간에 걸쳐 파악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C2.1, C2.2b, 
C2.3, C2.4, C2.4a

·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 증대
· 기후변화로 인한 원자재 공급 및 수급 리스크
· 친환경 소재 개발 및 관련 R&D 투자 금액 증대

b)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C2.5, C2.6, C3.1, 
C3.1c

· 도출된 리스크를 조직의 경영 목표와 전략에 반영

c)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한 
    조직 전략의 회복 탄력성

C3.1a, C3.1d
· 다각적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즉각 대응 실시 및 
  관련 법규 선제 대응

위험관리

a)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C2.2b, C2.2c ·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을 식별

b)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 프로세스

C2.2c, C2.2d ·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을 관리

c)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 통합되는 방법

C2.2
· 전사 리스크로 식별 및 관리되어 그룹의 단기 및 
  중장기 목표와 통합

정량적 
지표

a)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

C4.2
· 온실가스 배출량(tCO2e)
· 에너지 사용량(GJ)

b) Scope 1, 2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C6.1, C6.3, C6.5

Scope 1&2 배출량 공개
· 휠라홀딩스              · 휠라코리아
· 휠라 미국                 · 휠라 스포트(홍콩)
· 몬테벨루나

c)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기회 및 목표
C4.1, C4.1a, 
C4.2b

· 5개 직접 운영 법인에서 물류센터, 주요 협력사까지 
  온실가스 관리 범위 확대

정량적 지표 및 감축목표

휠라는 온실가스 배출량(tCO2e), 에너지 사용량(GJ), 탄소 및 에너지 농도를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Scope 1, 2 범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여 기업활동 전반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

습니다. 2021년 글로벌 탄소관리 체계 구축에 주력하여 5개의 직접 운영 법인에서 물류센터, 주요 협력사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도출하기 위해 정확한 측정과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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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휠라는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위원회)에서 개발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자발적 산

업별 공개 표준인 SASB 프레임워크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SASB 대조표는 지속가능성 산업 분류 체계(SICS)에 따라 소비재(Consumer Goods)섹터의 Apparel, accessories & 

footwear 산업 표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제 코드 회계 지표 측정 단위 페이지

제품 화학물질 관리

CG-AA-250a.1 제한물질 규제를 준수 이행 계획 N/A p47

CG-AA-250a.2
제품 내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해성(risk) 및/또는 유해성(hazard)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과정

N/A p71

공급망 환경적 영향

CG-AA-430a.1
폐수 방류 허가 그리고 계약된 사항을 준수하는 (1)1차 공급업체 시설 및
(2)1차 이하 공급업체 시설의 비율

% p81

CG-AA-430a.2
지속가능한 의류연합의 Higg FEM(Higg Facility Environmental Module) 
평가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적 자료 평가를 완료한 
(1)1차 공급업체 시설 및 (2)1차 이하 공급업체 시설의 비율

% p82-83

공급망 노동 조건

CG-AA-430b.1
노동 강령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진 (1)1차 공급업체 시설 및 (2)1차 이하
(beyond Tier 1) 공급업체 시설의 비율, (3)제3자에 의한 전체 감사의 비율

% p82-83

CG-AA-430b.2
공급업체의 노동 강령 감사로 도출된 중요(priority) 개선사항 미이행률 및 
관련된 시정 조치율

% p82-83

CG-AA-430b.3 공급망 내에서 가장 큰 (1) 노동 및 (2) 환경, 보건, 안전 위험에 대한 설명 N/A p80-83

원자재 조달

CG-AA-440a.1
중요 원자재(priority raw materials) 조달과 관련된 환경적 및 사회적 위험 
설명

N/A p27

CG-AA-440a.2
환경적 및 또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른 제3자 인증 원자재 비율, 
기준별 설명

% p48-52

협회 가입현황 

한국경영자총협회 한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패션산업협회 세계경제연구원

Third Party Assurance Statement 
주식회사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이하, “DNV”)는 주식회사 휠라홀딩스 (이하, “휠라홀딩스” 또는 “회사”)의 2021 통합보고서 

‘YOUR FILA IMPACT’ (이하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 3자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검증 의견: 검증을 수행한 결과, DNV는 아래 기술된 검증 원칙 측면에서 휠라홀딩스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
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에서, 보고된 데이터가 휠라홀딩스의 운영 과정에서 관리되는 
실무 데이터와 적절히 대조되지 않았거나 적용된 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DNV 는 본 보고서가 GRI 
Standards 의 ‘Core’ 옵션에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DNV는 휠라홀딩스로부터 생성된 2021년도 비재무 데이터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데이터를 토대로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보고 내용 결정 및 품질 정의 원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 절차를 통해 도출된 	

중요 주제에 연결된 GRI Standards 의 특정 세부 지표는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No. Material Issue Topic Standard No. Material Issue Topic Standard

1 친환경 제품 및 소재 Non-GRI 5 연구개발 및 품질경영 Non-GRI

2 구성원 만족도 401-2, 404-1~3 6 원재료 및 자원 관리 301-2~3

3 리스크 관리 Non-GRI 7 온실가스 배출 감축 305-1~2, 305-4

4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414-1

검증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NV 의 관찰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관계자 포괄성 (Stakeholder Inclusiveness)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참여

휠라홀딩스는 이해관계자를 고객, 임직원, 공급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로 정의하고, 각 그룹별 관련 이슈, 소통 채널 그리고 이에 

대한 휠라의 대응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참여 방식은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주요 관심사항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에 반영되었습니다. 휠라홀

딩스는 중대성 평가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총 9명의 이

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내

용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뷰 과정에서 취합된 주

요 의견은 보고 콘텐츠 구성 및 경영 활동 개선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대성 (Materiality)

조직 및 이해관계자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이슈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휠라홀딩스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출된 19개 이슈 풀을 바탕으로 발생가능성, 영향력 분석을 통해 

총 7개의 중대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DNV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중대 이슈들이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맥락 (Sustainability Context)

보다 넓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조직의 성과와 그 연계성 휠라홀

딩스는 ‘WINNING TOGETHER’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사 차원의 5

개년 전략, ‘FILA STRATEGY’를 수립하였으며 이는 1) Building 

the Brand Tribe, 2) Customer Centricity, 3) Sustainability 

의 3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Sustainability’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ESG 통합 전략인 ‘YOUR 

FILA IMPACT 2025’를 수립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보고서의 

각 보고 콘텐츠는 전사 ESG 추진 전략의 주요 과제들과 일치합니다.

완전성 (Completeness)

조직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 정보의 보고 수준 	

휠라홀딩스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 및 기대사항이 반영된 중요 

주제들에 대한 이슈 선정 배경 및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성과데이터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

을 촉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긍정적 내용과 더

불어 부정적 내용 또는 성과 추이에 대한 균형있는 보고를 강화할 

것이 권고됩니다. 검증팀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중요 주제들

이 물리적, 시간적 보고 경계에 따라 완전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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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및 품질 (Reliability and quality)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의 품질과 더불어,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의 정확성 및 비교가능

성 검증팀은 샘플링 데이터 검증을 기반으로 휠라홀딩스의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를 확인하

였습니다. 해당 정보 및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데이터 처리 프

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샘플링 기법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 근거 문

서 및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성

과 정보에서 의도적인 오류나 잘못된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휠라홀딩스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과 데이터로 지속가능성 성과의 출처와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며, 관련 데이터의 

식별과 추적이 가능하였습니다. 휠라홀딩스는 지난 3개년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보고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검증 과정 중 발견된 오류들이나 명확하

지 않은 표현들은 최종 보고서 발간 전에 수정되었습니다.

검증 범위 및 방법

검증 활동은 국제인증업무기준 (“ISAE 3000”), GRI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 (“GRI 

Standards”) 등 국제적 검증 규격을 반영한 DNV 의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TM 원칙 

(“원칙”)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DNV는 보고서의 이해관계자 포괄성, 중대성, 지속가능성 

맥락, 완전성, 신뢰성 원칙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측정, 기록 및 보고 

방식에 대한 휠라홀딩스의 데이터 관리 프로토콜과 함께 GRI의 보고 품질 원칙(정확성, 균형

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신뢰성, 적시성)을 성과 데이터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

다. 보고서에 명시된 보고 경계 외의 자회사, 관련 회사, 협력사 및 제 3자의 성과 및 보고 관

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는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휠라홀딩스의 재무제표 및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fss.

or.kr)에 공시된 자료, 그리고 홈페이지(www.filaholdings.com)에 게시된 자료는 검증 범

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는 검증 의견을 제공함에 있어 근거가 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작업을 계획하고 수행하였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휠라홀딩스에서 수집한 데

이터에 대해 질의 및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실

시되었습니다. 환경 및 사회 데이터의 경우 조직 차원에서 취합된 데이터를 확인하는 형태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견 판단 기준

검증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되었습니다. DNV는 검증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아래의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보고서 문구,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정보의 흐름 및 통제
의 견고성 평가

•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지속가능 전략의 이행을 위한 관리 체계 및 관련 프로세스 검토를 위해 	
휠라홀딩스 본사 방문 (대한민국 서울)

• 주요 부서 담당자들과의 대면 인터뷰
•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베이스, 전산 관리 시스템 등의 테스트
• 중대성 평가 결과 및 프로세스 검토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대한민국 서울

2022년 4월 22일

휠라홀딩스 관리자 및 DNV 의 책임

휠라홀딩스는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성명은 독립적 
의견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DNV는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
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DNV에 제공된 휠라홀딩스의 데
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
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DNV는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가 수립하고 있는 정책 및 절차는 
DNV 및 그 임직원,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다른 모든 인원 (DNV의 타법인 임직원 포
함)에게 독립성 요건을 적용하고, 관련 윤
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하도
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검증 활동은 지
속가능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검
증팀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DNV - Business Assurance

DNV 그룹의 일원인 DNV Business 
Assurance Korea 는 인증, 검증, 평가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고객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www.dnv.co.kr/assurance

회사명	 ㈜휠라홀딩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77

대표이사	 윤근창

설립일	 1991년 7월 23일

유가증권시장 등록일	 2010년 9월 28일

업종	 지주회사, 각종 가정용 섬유제품, 의복, 신발, 가죽제품, 
	 라이센스 사업, 시계, 화장품 및 골프장비 등의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

홈페이지	 www.filaholdi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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