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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rade,
Pursuing

Future Business

About This Report
본 보고서는 포스코대우가 발간하는 두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회사의 경제·사회·환경
책임에 대한 성과를 담았습니다. 2017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보고원칙

본 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작성 원칙에 따라 기술되었으며, ‘Core Option’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경계

· 경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연결기준

· 사회· 환경: 포스코대우 본사(독립사업부 포함) 및 일부 글로벌 사업장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포함

· 독립사업부: 2017년 포스코P&S와 합병 시 승계된 STS사업부, TMC사업부, 후판가공사업부 지칭
· 주요한 사업이 운영되는 지역(Significant Location of Operation): 본사(대한민국)

보고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정량 성과의 추세를 비교하거나, 활동의 연속성을 제시해야하는 정성 데이터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주기

· 매년(지난 보고서 발간: 2017년)

보고검증

본 보고서의 재무정보는 한영회계법인에서 독립적 회계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재무적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DNV-GL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보고서 문의처

2017 포스코대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포스코타워-송도)
· 대표전화: 02-759-2861, 3845
· 담당 부서: 홍보그룹

· 홈페이지: www.posco-daewoo.com/kor/sustainManageReport.do
· 이메일: sustainability@posco-dae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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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포스코대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직원들이 행복을 느끼고,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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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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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포스코대우에 보내주시는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포스코대우는 1967년 설립 이래 종합상사로서 대한민국 수출을 주도해 왔으며, 2010년에는 포스코그룹의 일원이 되어 ‘Beyond Trade, Pursuing

Future Business’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2017년, 포스코대우는 트레이딩 부문과 자원개발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매출액 22조 5,717억 원, 영업이익 4,01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재무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 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포스코그룹 내 철강 유통 부문을 통합하여 기존에 수행하던 해외 판매 거래와 함께 국내 유통망을 갖추었으며, 이와 더불어 미얀마

가스전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한 신규 광권을 확보하고 추가 탐사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해외 곡물터미널 인수를 추진하는 등 투자 연계 사업을 확대
하고 신성장동력과 전략국가별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환경적 가치에 대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처음으로 지속
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기반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은 업종간 경계가 점차 붕괴되고, 보호무역주의와 통상제재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포스코대우는 그동안 구축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Value Chain을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투자 연계 사업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

저는 포스코대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직원들이 행복을 느끼고, 사회와 환경에 기여하는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 두 번째로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다양한 가치 창출과 소통을 위해 노력한 포스코대우의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담았습니다. ‘사업고도화’, ‘윤리경영 강화’, ‘인재 양성’, ‘구성원 존중’, ‘이해관계자 소통’, ‘친환경경영 추진’을 기반으로 전략과
세부 내용을 소개함과 동시에 주요 국가의 글로벌 활동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주주, 투자자, 수요가, 정부, 국제기구, 지역사회, 시민단체,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대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 사장

2018년 8월
김 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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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하이라이트

1

통합 포스코대우 공식 출범
3월 1일 포스코P&S의 철강 유통, 가공, 스크랩 등 주
요 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하고 통합 포스코대우로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이번 흡수합병으로 포스코그룹의 국
내외 철강 유통채널을 일원화하고, 철강 가공 기능을

확보하여 철강 판매와 가공 분야가 통합된 철강 Value 
Chain을 구축함으로써 고객 요구별 솔루션 마케팅 역
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철강 사업에서 안정적 수

익 구조를 확충하였으며, 향후 사업 전반에 걸쳐 시너
지를 확대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

방글라데시 심해 DS-12 광구 생산물 분배계약 체결
3월 14일, 방글라데시 다카(Dhaka)의 Petrobangla 본사에서 김영상 사장,
방글라데시 정부 토픽-이-엘라히 초드리(Tawfiq-e-Elahi Chowdhury) 총

리 자문역, Petrobangla 아불 만수르 파이줄라(Abul Mansur Faizullah)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글라데시 남부 심해 DS-12 광구 생산물 분배계
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는 2016년 10월 DS-12 광구 탐사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 및 Petrobangla와 세부조건 조율을 거쳐 최종 생

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포스코대우는 광구운영권을 포
함하여 8년의 탐사기간과 20~25년의 생산기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DS-12
DS-12 광구 
생산물 분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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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즈베키스탄 안질환 의료캠프 개최
포스코대우는 4월과 9월,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주립 종합병원(Bukhara

General Hospital)과 페르가나 주립 안과병원(Fergana Province
Ophthalmology Hospital)에서 안질환 환자들을 위한 의료캠프를 실시하

였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우즈베키스탄이 고온건조한 사막기후로 안질환 발
병률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4년부터 연 2회 안질환 의료캠프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의료캠프에서는 백내장, 익상편, 시력 저하 등으로 고통 받는 2,574

명의 안질환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안과 진료와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더
불어,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 현지 직원과 본사 직원은 매년 안내, 접수, 통
역 등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
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4

명

2017년 의료캠프
혜택 환자 수

4

핵심 Global Staff Conference 개최
포스코대우는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중국 상해에서 해외 법

인/지사 Global Staff를 초청해 ‘핵심 Global Staff Conference’를
개최하였습니다. 전 세계 영업 일선에서 활약하는 Global Staff를 글

로벌 영업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동기 부여 및 본사
와의 유기적인 업무 등을 위해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Global Staff들은 김영상 사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들과 함께 철강,

곡물 등 아이템별 글로벌 사업 확대 방안과 이를 실제 영업 활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회사의 중장기 경영 전략과 글로

벌 인재 육성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한
Global Staff는 “회사에서 Global Staff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업무에 동기부여가 된다.”며, “회의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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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 레이(Lae)시
34MW 발전소 상업 가동 달성
포스코대우는 2014년 1월 파푸아뉴기니 전력청과 15년
간의 장기전력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 6월 레이

(Lae)시에 34MW 규모의 중유발전소 준공 및 상업가동을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수도인 포트 모레스비(Port Moresby)시에서 운영하

고 있는 24MW 규모의 POM 발전소와 함께 LAE 발전소의

상업 가동으로 파푸아뉴기니 전력 수요의 20~30%를 공
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푸아뉴기니 최대 산업도시인

레이(Lae)시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POM과 LAE 발전소에 대한 효율
적 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파푸아뉴기니 현지 전력청
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현지 사업 확대를 위
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6

우즈베키스탄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포스코대우는 8월, 929MW 규모의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Talimarjan)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

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는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3년 3월, 우즈베키스탄 국영전력청과 862백만 달러 규모

의 탈리마잔(Talimarjan)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하
였으며, 엔지니어링, 구매, 건설 등 프로젝트 전 과정을 일괄 수
행하는 Turn Key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탈리마잔(Talimarjan) 복합화력발전소는 우즈베키스탄 내 복
합화력발전소 중 최대 전력(약 6.6%)을 생산하게 되며, 우즈베
키스탄 남부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복합화력

발전소 준공을 계기로 포스코대우는 기존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를 담당하는 역할을 넘어 지분

투자, 시설 운영 및 관리까지 프로젝트 전 분야를 아우르는 역
량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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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호텔사업 본격 시동
포스코대우는 9월, 미얀마 양곤(Yangon)에 호텔을 개장하

고 본격적인 호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호텔 부
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획득한 후 약 4년간의 공사 기간

을 거쳐 미얀마 경제 최대 중심지인 양곤(Yangon)시 인야
(Inya) 호수 인근에 5성급 호텔을 준공하였습니다. 호텔은
연면적 10만 4,123㎡, 15층 규모의 고급호텔 1동(총 343실)

과 29층 규모의 장기 숙박 호텔 1동(총 315실)을 포함하여
컨벤션센터, 레스토랑, 수영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었

습니다. 미얀마의 랜드마크가 될 이 호텔은 지난 30년 동안

미얀마와 포스코대우가 함께 쌓아온 신뢰와 사업 역량의 결
과물입니다.

포스코대우는 프로젝트 주관사로서 호텔 입찰부터 개발과

5 star

미얀마 5성급 호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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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육 · 의료봉사 활동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주 머라우케(Merauke)군 울
릴린(Ulilin)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교육·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하
였습니다. 8월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청년봉사단과 함께 현지 초등학교

(SD Negara BIA-1)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예체능 교실을 실시하였으
며, 우기 시 교실 침수를 대비하여 화단을 조성하는 등 현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한국 의료진과 함께 지역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분야의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발생 가능한 질병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필
요한 의료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현지의 높은 출산율
을 감안하여 400여 명의 산모와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진료와 처방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임산부들의 조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교육·의료환경 개선
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으며, 앞으로 호텔 사업전반을 관
리할 예정입니다. 파트너사인 롯데호텔은 호텔 위탁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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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반현황

포스코대우는 1967년 창립 이후,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수출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무역, 자원개발, 생산/가공, 인프라 개발/운영 등의 사업
을 수행하고 있으며, 트레이딩 영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신성장사업을 끊임없이 개발
하여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요

회사명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김영상

설립일

주요 사업분야
직원 수

해외 거점
주소

연락처

(2017년 12월 기준)

1967년 3월 22일
무역, 자원개발, 생산/가공, 인프라 개발/운영
7,923명(대한민국 1,877명 / 해외 6,046명)

53개국 99개 법인 및 지사(2018년 3월 기준)

(21998)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전화) 02-759-2114

비전 체계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전통적인 무역 상사의 역할을 넘어 주요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사업회사로 진화하려는 의지를 담아
2017년에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비전

슬로건
목표

Global Network 플랫폼을 기반, Value Chain 심화를 통해

종합사업회사로 도약

전략방향

2 Core

(철강, E&P)

글로벌
메이저 도약

핵심가치

3 Expansion

(식량, 자동차부품, IPP*)

전략적 육성

최고의 인재

사업 고도화,
미래수익원
발굴

창조적 도전

핵심
경쟁력 제고

신뢰와 협력

‧인재를 최우선시

‧가치있는 도전

‧내부 시너지

‧도덕과 열정 겸비

‧진취적 사고

‧고객/지역과의 신뢰

‧세계 최고 전문성
*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창의적 수익모델

‧그룹사와의 협력

We Mak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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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2018년 1월, 국내 기준)

CEO
정도경영실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실

신성장사업실

철강1본부

철강전략1그룹

철강2본부

자원개발전략그룹

전기전자사업실

자동차부품사업실

식량사업실

자원개발실

국제금융실

에너지조선강재사업실

스테인리스사업실

후판가공사업부*

TMC사업부*

철강원료사업실

자원개발본부

물자화학전략그룹

자동차강판사업실

인프라지원실

물자화학본부

홍보그룹

기계인프라전략그룹

강건재열연사업실
조강선재사업실

기계인프라본부

법무실

철강전략2그룹

투자관리실
재무회계실

HR지원실

STS사업부*

전력에너지사업실

비철사업실

운송사업실

석유화학사업실

기계공공조달그룹

섬유소비재그룹

인프라플랜트그룹

화섬수지사업실

자원탐사실

가스전운영실

LNG사업추진반

* STS사업부, TMC사업부, 후판가공사업부는 2017년 3월 포스코P&S와 합병 시 승계된 사업부로서 독립적인 경영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주요 연혁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3월
6월
9월

통합 포스코대우 출범(포스코P&S 합병)
방글라데시 심해 DS-12 광구 탐사운영권 획득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Talimarjan) 929MW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파푸아뉴기니 34MW LAE 발전소 상업가동 개시
미얀마 호텔 개장

1월
3월
7월

유지류거래업협회(FOSFA) 회원사 자격 취득
포스코대우로 사명 변경
미국 30MW 규모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 체결
동해-2 가스전 생산 개시

1월
7월
8월
11월

인천광역시 송도로 본사 이전
런던곡물거래업협회(GAFTA) 회원사 자격 취득
파푸아뉴기니 경찰 통신망 및 CCTV 구축 사업 수주 계약 체결
GM우즈베키스탄 완성차 조립용 자동차부품 공급 계약 체결

1월
2월
8월
9월

파푸아뉴기니 60MW 규모 민자발전사업 수주 계약 체결
알제리 3,200MW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계약 체결
인도네시아 웨타르(Wetar) 구리광산 지분 투자 계약 체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등급 AAA획득(업계 최초)

6월

미얀마 가스전 생산 개시

3월
10월
11월

인도네시아 아담말릭 병원(General Hospital H. Adam Malik) 시설 개선 프로젝트 계약 체결
호주 나라브리(Narrabri) 유연탄 생산 실시
알제리 1,200MW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계약 체결

9월

인도네시아 팜 농장 개발 사업 진출

11월

포스코그룹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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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포스코대우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원칙 아래, 모든 경영진이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를 추구합니

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포스코대우의 이사회는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주요 경영 의사결정을 결의하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포스코대우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이사회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수를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이사를 두루 선임하며, 사외이사
의 직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명

김영상


민창기


정탁

구분

사내이사



사내이사

직위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부사장





비상무이사

-





최도성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송병준

















이기영


-







사외이사





-



강희철



사외이사






사외이사





주요 경력사항

· 현) 포스코대우 사장

2015.07.27

· 전)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



· 현) 포스코대우 경영기획본부장

2018.03.12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전) 포스코대우 투자관리실장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학사

2017.03.13

· 현) 포스코 철강사업본부장



· 전) 대우인터내셔널 열연본부장
· 한국외국어대 아랍어 학사

2015.03.16

· 현) 가천대학교 석좌교수

· 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한동대 국제화부총장






· 美 펜실베니아주립대 경영학박사
· 현) (사)청년위함 운영위원장
· 전) 제18대 산업연구원 원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 美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 현)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원 조정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 현) 경기대 경상대학 교수



최초 선임일

· 美 하버드대 법학 석사

· 전)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 美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임기 만료일







2019년 

(2018년 3월 기준)

담당위원회

· 이사회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시까지





2015.03.16









· 사외이사후보









2016.03.14


 추천위원회
· 감사위원회



2016.03.14


· 이사회

2020년  

주주총회


개최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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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선출 프로세스

이사회 개최 현황

제재를 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17년 이사회 출석률은 93.2%입니다.

포스코대우는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으로
는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및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

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선출은 최종적으
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포스코대우는 2017년 총 11번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28건의 안
일자

분할합병 승인의 건

2017. 02. 21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
사항 결정 등 2건

2017. 01. 25

2017. 03. 02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이사회 기능 중 법령과 정관

2017. 03. 31

에서 정하는 일부 기능을 위임 받아 수행하며,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주요 역할

(2018년 3월 기준)

상법 제415조의 11 및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 총괄
상법 제542조의 8,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및 추천 등의 심의

가결 여부

2017. 01. 12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포스코대우는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안건 내용

2017. 03. 13
2017. 04. 25

2017. 06. 21
2017. 09. 12
2017. 10. 31
2017. 12. 14

가결

제17기 재무제표 승인 등 4건

조건부 가결
가결

분할합병 종료 보고 및 공고 승인 등 2건

가결

2017년 통합 경영계획 승인 등 2건

가결

가결

대표이사 선임 등 6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변경 선임 등 2건
방글라데시 DS-12 광구 운영 위한 지점 
신설 등 3건

수정 가결
가결

2017년 4분기 자금조달계획 승인 등 2건

가결

연말 기부금 출연 등 4건

가결

-

보고안건만으로 회의 진행

* 2017년 이사회 논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업보고서 내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및 배당 현황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발행한 주식의 총 수는 보통주 123,375,149주이며, 유통주식수는 주식회사 포스코P&S의 철강 등 사업부문에 대한 흡수

합병 과정에서 소유한 258주를 제외한 123,374,891주입니다. 최대주주는 전체 주식의 62.9%를 소유하고 있는 포스코이며, 기타 소액주주는 전체
주식의 31.1%를 차지합니다.

(2017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4.1%

5,060,238주

포스코

62.9%

77,606,130주

Franklin
Templeton

1.9%

2,309,734주

기타 소액주주

31.1%

38,399,047주

(2017년 12월,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주당순이익

현금배당총액

현금배당성향

175,880

1,444

61,687

35.1

(백만 원)

(원)

(백만 원)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12 Posco Daewoo Corpor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7

사업 소개
01

Steel
철강

철강

글로벌 철강 기업인 포스코를 중심으로 국내외 유수의 철강사 제품을 아시

아, 미주, 유럽, 중동 등 전 세계로 수출입 및 삼국간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건설 및 자동차 산업, 플랜트, 기계류, 조선, 에너지 사업 관련 프로젝트

등 세계 각지의 전 산업분야에 걸쳐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변화되
고 세분화된 시장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P&S의 철강사업 부문을 흡수합병함으로써, 국내 유통 및 가공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국내외 Value Chain을 통합한 철강전문
상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02

Machinery
Infrastructure

전력 및 인프라 플랜트

선박, 항만,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의 개발부터 다자개발은

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 및 합작투자를 
구성하여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수주 및 운영
사업까지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계인프라

특히, 전력 프로젝트 사업은 발전, 송배전,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사업, EPC

형태의 프로젝트,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민자발전사업과 신규 전력 트렌드
에 맞는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사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

1984년 상사업종으로는 유일하게 자동차 및 부품 무역 전문 조직을 갖췄으

며, 전 세계 70여 개국, 250여 개 이상의 고객사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을 상대로 엔진 및 변속기, 조향, 현가, 구동부품 등의
OE(Original Equipment) 부품과 타이어, 배터리 등의 RE(Replacement
Equipment)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계 및 전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산 및 경찰 장비, 중장비, 산업차량, 엔진, 농기
계 등의 수출 및 삼국간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건설 및 산업

현장에 일괄 거래 상품(Package Deal)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고객으로부
터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전자 산업 분야에서는 가전제품을 비롯하여 IT, 통신장비 등 전자 산업 전반
에 걸친 다양한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We Make Sustainability

주요 취급 품목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 반제품 및 봉형강

· 열연강판

· 선재

· 도금강판

· 자동차용 강판

· 컬러강판

· 후판

· 에너지용 강재

· 전기강판

· 스테인리스

주요 취급 품목

Global CSR Activities

· 냉연강판

[IPP]

· 민자발전사업 개발, 수행, 운영 및 M&A

[발전]

· 발전소 EPC 사업(가스복합, 디젤, 열병합, 석탄화력)

(가스복합, 태양광, 디젤)

· 발전소 기자재 공급(주기기 및 BOP) 사업
· 발전소 개보수 사업

[송변전]

· 송변전 EPC 사업 · 송변전 기자재 공급 사업
· 스마트에너지(AMI, ESS, EMS 등) 사업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EPC 사업, 태양광 모듈 공급
주요 취급 품목

· 엔진 및 변속기 부품

· 조향 부품

· 현가 부품

·휠

· 상용차

· 승용차

· 구동 부품

주요 취급 품목

[방산물자]
[기계]
[전자]

· 함정류

· 중장비

· 타이어

· 기동장비

· 산업차량

· 공작기계 · 광산장비

· 배터리

· 항공기

· 엔진

· 인공위성

· 농기계



· 개인장구류

· 통신망 프로젝트 및 관련 제품(중계기, 광케이블 등)
· LED 조명 · LCD 패널 등 디스플레이 부품

· 배터리

· 전동공구

· 백색/영상가전 

· IT Device · 브랜드 전자 사업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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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aterial
Chemistry

식량자원

포스코대우는 대한민국 상사업종으로는 유일하게 런던곡물거래업협회 회
원사이며 더불어 유지류거래협회 회원사로 최대 규모의 농산물 트레이딩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곡물 및 유지 트레이딩 역량을 기반으로 식량 자원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전 세계 식량 안보에도

물자화학

기여하고자 합니다. 밀, 옥수수, 대두, 쌀 등 4대 곡물의 Value Chain 확장

을 목표로 곡물 사일로, 수출 터미널, 곡물 가공 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곡물 유통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비철금속과 광물의 수출입, 삼국간 거래를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기초산
업 원자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거래

물량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6대 비
철금속 및 제선, 제강 원료, 2차전지 원료 등의 우수한 트레이딩 전문 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화학

포스코대우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의 기초 품목인 납사, 프로필렌 및 아로

마틱 제품 등 Up-Stream 분야를 비롯하여 합성수지, 화섬원료, 합성고무,
비료 등의 Down-Stream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학제품의 수출입, 삼
국간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목군 수직 계열화를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및 상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4

Resource
Development

석유가스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석유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가스전 운영권자로

서 탐사·개발·생산 전 과정을 주도하였으며, 2009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작
업에 착수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과 미얀마 현지에 안정적으로 가

자원개발

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에는 방글라데시 DS-12 탐사운영권을 획득하여 지속적으로 
석유가스 탐사 활동에 매진하는 등 석유가스개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LNG

종합사업회사로서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 및 트레이딩 경험을 통하여 상류

가스전 투자, 중류 액화터미널/재기화터미널/가스배관 등의 전략적 인프라

투자, 하류 LNG 트레이딩/벙커링에 이르는 LNG Value Chain 전 분야 사업
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해외 LNG 인프라 투자사업을 세계 유수의 파트너사들과 개발 중이며, 트

레이딩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트레이더로서 LNG 거래를 개시하고 이를 확
장해가고 있습니다.

광물

동, 유연탄 등 전략광물의 투자를 통해 Up-Stream 영역으로의 Value

Chain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구매계약을 통한 물량 확보로
트레이딩 조직과의 시너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We Make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Global CSR Activities

주요 취급 품목

· 쌀, 대두, 밀, 보리, 옥수수

· 유지류(팜오일, 대두유, 해바라기유 등)
· 사료부원료(대두박, 채종박, 팜박 등)

주요 취급 품목

· 6대 비철금속 원재료(알루미늄괴, 전기동, 아연괴, 납괴, 주석괴, 니켈 등)
· 기타 비철 제품(티타늄 원료 및 제품, 알루미늄, 구리 등)
· 2차전지 원료

· 비철스크랩

· 제강원료(합금철)

주요 취급 품목

· 석유제품(Gasoline, Gas Oil, Fuel Oil 등)
· 화섬원료(PTA, PIA, MEG, PET 등)
· 합성고무(SBR, BR 등)

· 올레핀

· 합성수지(PE, PP, ABS, PVC 등)
· 아로마틱

· 비료

· 무기화학

주요 취급 품목

· 원유 · 천연가스

주요 취급 품목
· LNG

· LNG 관련 인프라(액화터미널, 재기화터미널, 가스 배관 등)

주요 취급 품목
· 동

· 유연탄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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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포스코대우는 전 세계 53개국에 분포해 있는 99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유수한 고객사들과 철강,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전자,

비철, 식량, 화학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원개발 사업 및 해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고 있습니다.

유럽

11
UK

러시아

4

개

Poland
Germany
Czech

Ukraine

Spain

Uzbekistan

Algeria

Egypt

Jordan

개

Pakistan

중동

6

Nigeria

10

4

UAE
Saudi Arabia Oman

Sudan

아프리카

중국

Kenya

개

Madagascar

Republic of South Africa

11

개

India

Republic
of Korea

개

중앙아시아

Azerbaijan
Turkey
Turkmenistan
Israel

Russia

Kazakhstan

Slovenia Romania

Italy

개

Japan

China

4

개

Taiwan
Hong Kong

Bangladesh

Myanmar

일본

Thailand

Vietnam

Philippines

Malaysia
Singapore
Indonesia

Papua New Guinea

아시아

29

개

Australia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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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S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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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별 매출 비율
(연결 조정 전)

기타

대한민국

4.1%
북미

10.3%
중국

13

2017

22.1%

북미

Canada

20.1%

아시아
(중국 제외)

43.4%

개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
(2018년 3월 기준)
USA

해외 거점국가 수
총 해외 법인 및 지사 수

Mexico
Panama
Colombia
Peru

남미

7

개

무역법인 및 산하지사
Brazil

무역지사 및 산하사무소
투자법인

Chile
Argentina

53 개국
99 개

법인 12 개
산하법인
1개
산하지사 17개
산하사무소
2개
지사
산하사무소
산하사무소

31개
4개
32개

* 2017년 연결대상 종속회사 사업보고서 p.3 참고

* 2017년 신규 연결 자회사: 
POSCO SOUTH EAST ASIA / POSCO Gulf SFC LLC. / (주)포항에스알디씨 / 
Golden Lace DAEWOO Company LTD. / POSCO DAEWOO UKRAINE, LLC. / 
DAEWOO GLOBAL DEVELOPMENT PTE. LTD. / DAEWOO AMARA CO., LTD. /
KIS Devonian Canada CORP., LA SRDC

* 2017년 연결 제외 자회사: 
KWANIKA COPPER CORP.(구, DAEWOO MINERALS CANADA CORP.)

* 인적분할되는 (주)포스코P&S의 철강 등 사업부문에 대한 흡수합병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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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포스코대우는 광범위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를 둘러싼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해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갖추고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투자심의위원회

회를 구성하여 경영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전사 차원의 다양한 리스크

자 전사 차원의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지침에 따

포스코대우는 경영기획본부장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 위원장 1인, 상임위원 6인, 비상임위원 1~2인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
과 상임위원은 금융, 회계, 재무, 법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이며, 비상임위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 및 영업 업무 담당 조
직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투자유형별 사업

CEO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승인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준수 여부

경영기획본부장

와 투자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인프라지원실

투자관리실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원

투자사업의 추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리스크 요소에 대응하고

·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여신 거래 및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요

소를 점검하고, 채권의 효율적 회수 및 관리, 외환 위험 관리 등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거래 형태별 리스크 요인을 구체화하여 안건

별로 다각적 심사를 진행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심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 1인, 위원 10

인 총 11인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위원 중 5인 이상은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고 그 외 4인은 영업조직 위

원으로 구성되며, 리스크 관리 부서의 그룹장을 간사로 지정하고 있습
니다. 2017년에는 총 62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기간 중 논의된 안건은 총 202건입니다.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8회의 투자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9건의 안건

을 논의하였으며, 부의 안건에 대한 상세 자료 및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
에 배포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리스크 요인 등을 숙지하여 심도 있는 심
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We Make Sustainability

Global CS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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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전략물자 관리

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의 신(新)여신관리체계

며,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

포스코대우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거래 과정에서 발생 가
와 연계된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거래선의 적정 여신 한도와 부

실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래선의
부도 가능성에 따라 부실 징후를 등급화하고, 시스템 상에서 등급 변동
이 감지될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실시간 정보에 근거한 대응
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체계
거래선
실제 확인 및
신용조사

부실거래선
조기 경보

자동 거래
통제

· 거래선 등록 시 실체성 확인 강화

· 여신 거래 시 신용등급 확인 및 거래선별 
PDW-Rating 한도 신청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 신용평가사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 국내거래선 신용정보 변동 시 e-mail 수취

· 승인 여신한도 내 거래 진행

· 등급 변동 및 이슈 발생 시 시스템 상 
거래 자동 통제

신(新)여신관리체계(PDW-Rating)

포스코대우는 여신거래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

기 위해 포스코대우만의 신(新)여신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

(新)여신관리체계란, 거래선의 국가 정보, 외부신용평가사로부터 부여
된 신용등급,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실적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
하여 거래선 신용등급별 적정 신용 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관리 체계입

니다. 신(新)여신관리체계를 통해 여신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관련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도에는 전략물자 관련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
급인 AAA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공인

포스코대우는 관세청으로부터 공인받은 AEO 업체로서 수출입 관련 법

규 준수 여부 및 안전 관리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받고 안정성을 인

증받았습니다. AEO 공인 업체로서 신속한 통관과 담보 생략 등 다양한
관세 행정 상의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AEO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대응과 부서간 협조 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 영업(전략)그룹, 물류그룹, 정보시스템그룹, 영업회계그

룹 등 관련 부서별로 수출입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수출입관리책임
자로 지정하여 AEO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대우는 AEO 공인 효력 유지를 위해 매년 공인 기준

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수출입신고 오류 사항을
분석하여 수출입신고 정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AAA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A

등급

포스코대우 AEO 공인 현황
(인증기간: 2013. 12. 31~2018.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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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체계

포스코대우는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업운영 상의 사회·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EO 주관 회의체와 CSR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실행하고 있으며, 수립된 중장기 방향성에 기반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CSR위원회

포스코대우는 2012년부터 지속가능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CSR

서는 국내외 언론, 사회책임투자 기관 및 비정부기구가 주목하는 해외

이 참석하며, 정기 또는 수시 회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SR위원회에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이 주관하고 주요 경영진

사업장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이슈 등 주요 CSR 안건을 공유하고 대응

CSR위원회 구성
(2018년 1월 기준)

경영기획본부장(위원장)
홍보그룹(간사)
정도경영실

법무실

경영기획실

CSR위원회 운영 현황

CSR위원회는 2017년 총 2회 개최되어 ‘PT.BIA 환경사회 관리 고도화 방

투자관리실

일시

안 추진계획’, ‘해외 사업장 CSR 이슈 대응’ 등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CEO 소속 위원회 현황

포스코대우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이외에도 대표이사 및 담당

2017.02.27

임원이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안건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승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원회로는 대표이사가

위원장으로 회사의 경영 성과 분석 및 경영 계획 등을 논의하는 경영위

원회가 있으며, HR지원실장이 주관하는 인사위원회, 경영기획본부장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TF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조직

IR섹션

안건

안건1: P
 T.BIA 환경사회보고서 발간
- PT.BIA 환경사회보고서 결과 보고
- PT.BIA 환경사회 관리 지침서(Action Plan)
개발 결과
- 2017년 PT.BIA 환경사회 관리 고도화 방안
추진계획
안건2: 지
 속가능경영보고서 일정 보고
-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구성체계
- 보고서 발간 일정

안건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결과 보고

주관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전략물자위원회가 있습
니다. 이밖에도 부서간 협업 또는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국제금융실

2017.08.07

안건2: 해외사업장 CSR 이슈 대응
- 인도네시아 환경 이슈 관련, NGO연합 면담
결과 보고
- 우즈베키스탄 인권 이슈 관련, 호주 연방의회
상임위 답변 제출 보고

We Mak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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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지속가능경영 전략

포스코대우는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6가지 추진 영역으로 나누어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통합한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

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UN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SDGs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활동들을 선정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

추진 영역

중장기 방향성
철강 판매량1)

사업 고도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 Core 

3 Expansion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윤리 원칙 준수를 더 나은 기업으로

글로벌 포스코 윤리경영 교육 수료율*

인식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공정거래 교육 횟수*

윤리경영 강화

성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가치창출의 원천은 임직원의 창의와
인재 양성

역량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해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성원 존중

이해관계자
소통

친환경경영
추진6)


구성원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솔선수범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공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 본사(독립사업부 포함) 기준
1) 데이터 산정 기준의 변화로 2016년 철강 판매량 수정
2) 2017년 포스코P&S 합병에 따른 데이터 산정 범위의 변화로
2017년 1인당 교육 시간 일시적 감소
3) 2017년 3월 합병된 포스코P&S의 교육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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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명

단위

백만 톤
만톤

곡물 판매량

건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공급 건수

억 USD

자동차 부품사업 신규 수주 금액
IPP 사업으로 확보된 발전 용량

MW

원

Global Staff 총 교육 시간

시간

%

명
명
명

남성 육아휴직 복귀율*
임직원 휴업도수율*4)

미얀마 가스전 사업장 재해율(LTIF)
인권실사 해외사업장

5)

AA

59.3

1,082,164
5.6
8.8


인적자본


45.1





5.8



A

1,324,786

128

%

0

0

%

개

100
0
2

시간

18,357

명

TJ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tCO2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tCO2

tCO2
톤

929
92

 사회관계





1,081

69,543

3,627

50,808

18,735

48,059 23,489,727

4) 2017년 후판가공사업부에서 1건 발생함
5) LTIF(Lost Time Injury Frequency): (근로손실사고 건수/연 근로시간) x 100만 시간
6) 2017년 3월, 포스코P&S와 합병 시 승계된 독립사업부(STS사업부, TMC사업부,
후판가공사업부)의 영향으로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및 용수 사용량
데이터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사회관계
자본




1,396

자본






22,611 

3,627
0



 인적자본


0
9.1





1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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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인적자본



5.7

100

자원봉사 시간*

용수 사용량*



4

6





1

77

11.5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18

1,127

억원

에너지 사용량*

130

336

사회공헌 비용*

자원봉사 참여 인원*

12

%
%

여성 육아휴직 복귀율*

19

재무자본

제조자본

지적자본



23

%

여성 육아휴직 복귀자*



20

과장 이상 여성인력 비율*

남성 육아휴직 복귀자*

130

634



회

시간

Global Staff 집합교육 참여 인원

15



319



등급

퇴직률*

563

26.4

59.7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1인당 교육 비용

277

90.0

건

3)

25.1

통합보고
6대자본

SDGs

2017

%

신문고 접수 및 처리 현황(100%)*

1인당 교육 시간*2)

2016













 자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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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의 UN SDGs 활동

포스코대우는 2015년 9월 UN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비즈니스에 대한 위험 및 기회 요인과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SDGs 목표를 선정하였
습니다. 선정된 목표에 따른 활동을 펼치기에 적합한 국가와 해당 지역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전 지구적 이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이행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모든 형태의 빈곤 해소
2. 기아 근절
3. 건강한 삶과 복지 증진
4. 양질의 교육 보장
5. 양성평등 달성
6. 지속가능한 식수 및 위생 관리
7. 지속가능한 에너지
8. 경제 성장, 완전 고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9. 사회기본시설 구축

추진 영역

SDGs 목표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사업고도화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윤리경영
강화

인재 양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10. 불평등 완화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문화 구축
13. 기후변화의 해결
14. 해양자원 보존
15. 생태계 보호
16. 정의로운 사법제도 확립
17. 이행목표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2017년 포스코대우 활동  및 성과

LNG 사업 추진 및 Value Chain 확대
민자발전사업 발전 용량 130MW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과 태양광 발전 개발 합의서 체결
미얀마 쉐(Shwe) 가스전 공급시설 운영

미얀마 쉐타웅(Shwetaung)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 수주
파푸아뉴기니 34MW 규모 LAE 중유발전소 준공
CP 평가 A등급 획득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11회 개최
공정거래 교육 1,499명 수료
윤리 교육 3,823명 수료

윤리 상담(모니터링) 54회 실시
해외조직 윤리 리스크 점검

페이지

14, 33, 37
21, 40
35, 73

14, 37, 78~79
40

6, 40
43
46
47
44~45

총 380개 교육 과정 운영

1인당 교육 시간 45.1시간(본사 기준)
12대 특화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Global Staff 총 교육시간 1,127시간

25, 51~52

Global Mobility Program(본사순환근무) 운영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과장 이상 여성인력 비율 5.8%(전년 대비 0.2%p 증가)
성희롱 예방 교육 수료율 100%

44, 54

We Make Sustainability

추진 영역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Global CSR Activities

SDGs 목표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구성원 존중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이해관계자
소통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모두를 위한 지속적〮포용적〮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이행 수단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친환경경영
추진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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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포스코대우 활동  및 성과

임신기간 근로 단축 보장(1일 6시간)
여성 육아휴직 복귀율 100%(22명)
남성 육아휴직 복귀율 100%(4명)
직장 어린이집 증축(92명 보육)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위한 실천 지침 제정 및 이행
(제4항 존중과 평등)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위한 실천 지침 제정 및 이행 
(제1항 인권 관련 국제 기준의 존중)

페이지

54


44, 53, 72
44, 53, 72

해외사업장 인권실사 실시(2개 사업장)

53, 77

입양대기아동 및 위탁가정아동 양육지원

64, 67

인도네시아 팜 농장 지역주민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플라즈마(Plasma)1) 운영


89

미얀마 지역사회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맹그로브 숲 조성

83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 기초 의료환경 개선 프로그램

7, 66, 89

미얀마 안면기형 어린이를 위한 의료봉사

우즈베키스탄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진사업

인천 지역사회 저소득가정 아동 방과후 교육

우즈베키스탄 교육 소외지역 청소년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청소년 교육 지원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 방과후 예체능 교육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상국 의료수술 경험 전수 및 역량 강화 지원
정부와 현지 의료진 협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634건 공급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 규제 대응 노력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발굴 및 적용

1) 플라즈마(Plasma): 영세농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제도로, 인도네시아 법령에 의거하여 법인 농장 사업 면적의 일정 부분을 주민농장으로 개발하는 제도

66

5, 66, 95
65, 95

62, 65
7, 65, 89
65

66, 89, 95
25, 69
73

7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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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창출 프로세스

포스코대우는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까지 포함한 가치창출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에서 발표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를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포스코대우의 가치창출 활동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무자본

Input

Business Activity

- 2001년 3월 23일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중장기 목표 및 전략

- 발행 주식 총 수(보통주): 123,375,149주
- 주주 및 투자자 금융자본 조달
- 주주총회 등 경영현황 공개

제조자본

- 유형자산: 1조 3,248억 원

슬로건

- 미얀마 해상파이프라인:

직경 32인치, 길이 110km

- 인도네시아 팜 농장: 34,195ha(약 1억 평)

지적자본

비전

- 무형자산: 1조 6,252억 원

목표

Global Network 플랫폼을 기반, Value Chain 심화를 통해
종합사업회사로 도약

전략방향

- 무형자산취득액: 1,062억 원
- 연구개발비: 28억 원

2 Core

(철강, E&P)

인적자본

- 국내 종업원 수: 1,877명

* 본사 기준

- 이사회: 사내이사 2명, 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 신규채용 수: 64명

- 교육 훈련비용: 16.4억 원(Global Staff 포함)
- 평균 근속년수: 10.7년
사회관계
자본

- 전 세계 53개국 총 99개 해외 네트워크

자연자본

- 에너지 사용량: 1,396TJ

글로벌
메이저 도약

최고의 인재

창조적 도전

신뢰와 협력

‧인재를 최우선시

‧가치있는 도전

‧내부 시너지

‧도덕과 열정 겸비

‧진취적 사고

‧고객/지역과의 신뢰

‧세계 최고 전문성

- 사회공헌 투자비: 9.1억 원

- 용수 사용량: 23,489,727톤

전략적 육성

핵심
경쟁력
제고

핵심가치

-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 운영

- 폐기물 재활용량: 171톤

사업
고도화,
미래수익원
발굴

3 Expansion

(식량, 자동차부품,
IPP)

‧창의적 수익모델

‧그룹사와의 협력

2 Core + 3 Expansion 사업 중심 Value Chain 확장
2 Core

* 본사 기준

철강

3 Expansion

E&P

식량

자동차부품

IPP

We Make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사업 및 제품

Global CSR Activities

Output/Outcome

Stakeholder Impact

- 매출액: 22조 5,717억 원

주주/투자자

- 주당 순이익: 1,444원

키고, 재무자본의 분배를 적절히 하여 최

- 당기순이익: 1,668억 원

회사가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향상시

- 총 자산: 9조 1,700억 원

고의 성장과 배분을 이루는 것

- 주요 상품 및 제품 판매

수요가, 주주/투자자

‧철강 판매량: 26.4백만 톤

(제품 10.9백만 톤, 원료 15.5백만 톤)

철강

기계
인프라

물자화학

자원개발

철강/철강원료

전력 및 인프라 플랜트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전자

식량자원
비철금속
화학

석유가스
LNG
광물

25

Appendix

‧기계 인프라 기자재 공급 건수: 696건
‧미얀마 가스 판매량: 5억 입방피트/일
‧곡물 생산량: 319만 톤

회사가 확보한 해외 네트워크와 역량을

제품 판매 및 생산 프로세스에 효과적으

로 적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
에게 제공하는 것

- 사업본부별 전략 방향 수립 및 승인

수요가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승인

서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적용하

‧2018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 해외법인 사업전략 수립 및 승인

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

- 특허 등록: 3,652건(누적)
- 교육 프로그램 수: 380개

- 총 교육 시간: 84,673시간

* 본사 기준

- Global Staff 총 교육 시간: 1,127시간
- 육아휴직 복귀자 수: 26명
- 휴업도수율: 0%

- 총 자원봉사 시간: 22,611시간

- 총 자원봉사 참여자 수: 1,081명

* 본사 기준

- 의료혜택 수혜자 수: 3,975명

- 온실가스 배출량: 69,543tCO2

임직원

다양성을 존중하고 능력 있는 임직원을
확보하며,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지역사회

국내외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
* 본사 기준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공급 건수: 634건

지역사회, 정부/국제기구

국가 및 국제규범의 환경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운영 과정에서 부정적 환
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적 책임을 준
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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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포스코대우는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높이고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중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과 회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 이슈를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습
니다.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2017년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Step 01︱ Issue Pool 개정

Issue Pool 선정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트렌드 및 국제 가이드 라인에서 요구하는 중점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를 둘러싼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총 21개의 지속가능경영 Issue Pool 을 확정하여 중대성 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Step 02︱ 외부 환경을 통한 분석
1. 국제기구 지표 분석

새로운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를 비롯해 ISO 26000, UN SDGs 등 관련 기준의 보고 요구사항을 검토했습니다.
2. 미디어 분석

지속가능경영 관련 기사 4,329건 중 1,286건의 기사를 선별해 경제, 환경, 사회 부문에서 긍정적, 부정적 이슈로 구분해 중요 토픽을
목록화 하였습니다.

3. 동종업계 보고서 분석

동종업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픽을 분석하였습니다.
4. 전문가 집단 설문(PwC Pool)

PwC가 보유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외부 전문가의 관심 있는 지속가능성 토픽을 반영하였습니다.

Step 03︱ 내부 환경을 통한 분석
1. 경영전략회의 안건 분석

2017년에 최고경영자가 참여한 경영전략회의 보고 및 논의 안건과 21개 지속가능경영 이슈와의 대조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2. 임직원 인식 조사

포스코대우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가능성 토픽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였습니다.

Step 04︱ 우선순위 및 중요 토픽 선정

중요 토픽 도출을 위해 이해관계자 관심도 및 비즈니스 영향도가 높은 순위에 따라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작성된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결과에 따라 보고서 내 우선적으로 보고해야 할 중요 토픽을 선정하였습니다.

Step 05︱ 유효성 검토

선정된 중요 토픽은 경영진 보고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We Mak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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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영향도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1

글로벌 인재육성(Global Staff 포함)

직원 권리 및 인권보호(성차별, 강제노동 예방 등)
수요가(수요처) 만족도 향상
공급선의 지속가능성 확보

5

11

4

10

12

19

3

4

8

13

투자사업 등 사업 구조의 확대/변화

2

3

15

1

2

5

국제·국가의 법규 준수

6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추진(국가별, 아이템별)

7

사업 및 재무 리스크 관리

8
9

6

10

16

11

7

9

12
13
14
15

18

20

21

16

14

17

17
18

19
20

사회적 관심도

21

적극적 이해관계자 소통(정부, NGO 등)
기업윤리 준수 및 반부패 활동

임직원의 공정한 성과평가 보상
상호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직원 안전 및 건강관리

기후변화 대응(친환경 관련 사업 확대)
일과 삶의 균형 유지
지배구조의 건전성

물, 종이 사용, 출장 등 업무시 환경영향 고려
저마진 사업 아이템의 구조조정
통합적 CSR 관리체계 구축
생물다양성 및 자연보존
현지 물자의 구매 확대

중대성 평가 결과 및 보고경계

중대성 평가 결과 선정된 포스코대우의 지속가능경영 중요 토픽과 보고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 토픽

투자사업 등 사업 구조의 확대/변화

상세 순위

1

글로벌 인재육성

12

2

공급선의 지속가능성 확보

6

수요가(수요처) 만족도 향상

국제ᆞ국가의 법규 준수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추진

보고경계

외부
사회적 비즈니스
관심도
영향도 임직원 주주/투자자 수요가 정부/국제기구 지역사회/NGO 공급선
1

직원 권리 및 인권보호

Most Significant

7
8

5
2

내부

Significant

Less Relevant

보고 위치
(추진 영역)
사업고도화

4

구성원 존중, Global CSR

7

사업고도화

10

12
15

인재 양성, Global CSR













윤리경영 강화

윤리경영 강화, 구성원 존중,

친환경경영 추진, Global CSR
이해관계자 소통, Global CSR

1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지속가능경영 전략

Growing
Together

UnlimitedFuture

Global Competence

사업고도화

P.30

인재 양성 / 구성원 존중

P.48

윤리경영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친환경경영 추진

P.42
P.58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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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usiness
Enhancement
사업고도화

Trend

세계 경제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 노력과 신흥국

의 성장세에 힘입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와

교역의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회복을 기회 삼아 글
로벌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초대형 거래를 확대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산업간 융복합화, 에너지 수급구조의
변화, 친환경 산업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isks
· 국내 경제 회복세 둔화
· 중개무역 시장 축소

· 자원가격 약세 지속에 따른 현금 흐름 악화
· 제조업체와 무역업체간 경쟁구도 심화

·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환율 리스크

Opportunities

· 기술력 확산 및 융복합에 따른 신규 시장 창출
·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

· 신흥국 중심 인프라, 자원개발 프로젝트 수요 확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Our Approach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여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수 트레이딩 모델에서 투자 연계 사업모델로의
진화를 추구하며, 2 Core(철강, E&P)

3 Expansion(식량, 자동차부품, IPP)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는 등 새로운 미래사업을 창출하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대우는 기존의 상품 수출 및 중개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

과 사업을 개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종합사업회사로 전진
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

워크를 바탕으로 높은 정보력 및 우수한 신용도를 활용해 다양한 분
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 Core 3 Expansion 사

업인 철강, E&P, 식량, 자동차부품, IPP사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견실한 수익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장기 성장 방향

중기 전략

Biz. Model:
Transforming

· 순수 트레이딩 모델에서 투자연계 
사업모델로 진화

Biz. Portfolio:
선택과 집중

· 2 Core 3 Expansion 사업 집중 육성 및 
고수익 신사업 진출

Biz. Area:
Balancing

· 전략국가 집중 공략 및 국내 시장 
진입 기반 확보

We Make Sustainability

Global CS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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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DAEWOO's Topic
Topic

1

8

4

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

비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

·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 제고

1

 자사업 등 사업
투
구조의 확대/변화

· 경제 성과


· 종합상사업의 구조적 저성장 
및 저수익성 개선

4

수요가(수요처)
만족도 향상

· 경제 성과

사
 업 및 재무
리스크 관리

· 경제 성과


· 글로벌 네트워크 및 판매 
기반 강화를 통한 매출 향상

· 수요가(수요처) 신뢰 
관계 강화

 마진 사업
저
아이템의 구조조정

· 경제 성과


· 종합상사업의 구조적 저성장 
및 저수익성 개선

·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 제고

8

18

GRI Aspect

18

· 무역거래 및 투자사업 관련 
사전 리스크 예방을 통한 
금전적 손실 방지




* Topic의 번호는 중대성 평가 결과 순위를 말함

Our Commitments
추진영역
철강사업

석유/가스
개발사업

식량사업

자동차
부품사업

IPP사업

2017년 계획

2017년 주요 성과

· 매출액 10조 5천억 원

· 철강 거래 톤수 26.4백만 톤 
(제품 10.9백만 톤, 원료 15.5백만 톤)
· 매출액 11조 7천억 원

·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운영 및 가스 생산/판매
·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 준비
· 신규 광구 확보 및 탐사 
작업 추진

· 곡물 판매량 350만 톤

· 신규 수주 USD 10억
· 기존 투자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발전용량 증대

· 미얀마 가스전 연간 생산량 
1,621억 입방피트 달성
·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 
기본설계(FEED1)) 완료
· 미얀마 AD-7 광구 탐사/
평가정시추
· 방글라데시 DS-12 광권 확보 
및 2D 인공지진파 탐사
· LNG 트레이딩 거래 3건
(최초 거래), 연간 19만 톤
· 곡물 판매량 319만 톤
· 우크라이나 조달 법인 설립
· 인도네시아 팜 농장 1기 
CPO Mill 건설 및 생산
· 신규 수주 USD 12억

· 미얀마 70MW 가스발전사업
PPA 3) 최종 협상 진행
· 파푸아뉴기니 POM 발전소 안정
적 가동 및 LAE 34MW 발전소 상
업 가동 달성

평가 2018년 계획











 · 철강 거래 톤 수 29백만 톤

· Value Chain 확장 및 국내외 
수주 기반 확대

 ·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운영 

· 미얀마 가스전 2~3단계 개발 
적기 완료(추가 생산정 시추 
및 설비 EPCIC 공사)
· 탐사사업 성공 및 확대, 신규 
개발/생산 자산 매입 통한 
매장량 확보 극대화
· LNG 사업 진출 통한 Energy
Full Value Chain 구축

 · 곡물 판매량 420만 톤

· 해외 조달 체계 확보
· 1천만 톤 판매 기반 조성


 · 미래차 부품 사업 기반 확보

· 미래차 부품 사업 및 
Mobility 사업 진출

 · 운영 자산 확대 및 안정적 장기

· 가스 및 신재생 중심 사업 전개
를 통한 IPP 운영 자산 확대


및 가스 생산/판매
·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
EPCIC2) 공사 착수
· 미얀마 A1/A3 광구 추가 
매장량 확보 계획 확정
· 방글라데시 DS-12 광구 3D 
인공지진파 탐사
· 신규 광권 확보
· 싱가포르 트레이딩 법인 설립







중장기 목표



수익원 창출

평가 기준 :

목표 달성

1)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 개발 본 공사 착수에 앞서 실시하는 기본설계로 본 공사의 범위, 설비 제원 확정 및 개발비 산출을 위한 작업
2) EPCI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 Commissioning): 설계,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3)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목표 일부 달성

미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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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포스코대우 중기 경영전략 방향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비즈니스의 융복합 현상으로 산업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종합상사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바
탕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기존의 상품 수출 및 중개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개척하는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성장하기 위한 중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성장 방향은 ‘사업모델, 사업 포트폴리오, Target 시장의

구조적 전환’이며, 이에 따른 2018 중기 전략은 ‘투자연계 사업모델로의 진화’, ‘2 Core 3 Expansion 사업 집중 육성 및 고수익 신사업 진출’,
‘전략 국가 집중 공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30년 매출

40 조

영업이익

1 조 달성

중기 전략

01

순수 트레이딩 모델에서

투자연계 사업모델로 진화

02

2 Core 3 Expansion 사업 집중
육성 및 고수익 신사업 진출

03

전략국가 집중 공략 및

국내 시장 진입 기반 확보

전략 과제

기존 사업 연계, Value Chain 확대

2 Core 사업, Global 수준 견인

전략국가 집중공략

신규 사업 모델 개발 및 신사업 발굴

3 Expansion 사업, Core 사업화

국내 사업기반 구축(철강, 비철 등)

신규 사업 성공적 진입

We Mak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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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01 순수 트레이딩 모델에서 투자연계 사업모델로 진화 - Biz. Model: Transforming
포스코대우는 전통적인 중개 무역 사업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순수 트

산 매입 및 전문 E&P(Exploration & Production) 회사와의 M&A 추진

레이딩 시장의 규모와 수익성 하락으로 고부가가치 사업모델로의 변화

을 통해 E&P 전 Value Chain 참여를 확대하고, 연계된 인프라 투자, 트

업별로 Value Chain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또한 LNG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룹의 Gas to Power 전략을

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 연계투자 및 직접 사업화를 통해 사
자 합니다.

이에 따라 철강 사업에서는 유통 및 가공 분야의 투자를 본격화하겠습니
다. 특히, 해외 시장의 현지 유통사업 진입을 통해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국내 가공사업 운영 노하우와 해외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 가공 사업

레이딩, 철강재 공급 등 그룹사 시너지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견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설립한 싱가포르 LNG 트레이딩 법
인을 활용한 트레이딩 확대를 비롯하여 LNG 수출입터미널 사업, LNG

벙커링, LNG 운송 사업 등을 통해 사업별 Value Chain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확대하여 수주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부품 분야에서는 해외, KD 1) 부품 생산 거점 확대 및 미래차 부품

포스코대우의 대표적인 투자 사업인 자원개발사업 분야에서는 보유 광

해 사업 모델을 고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의 추가 탐사 성공 및 신규 석유가스 광권 확보를 통해 미얀마 쉐
(Shwe) 가스전의 성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더불어 유망 개발/생산 자

E&P

철강

생산
가공

탐사

개발
생산

M
&
A

LNG 인프라
LNG 벙커링

1) KD(Knock Down): 부품 수출 후 현지 조립
2) Connected Car: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를 연결시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

식량

자동차 부품

IPP

생산

제조

개발

조달/가공

KD

Organizing

트레이딩
물류

사업(전기차 부품, 자율 주행차 부품, Connected Car 2) 부품) 확대를 통

EPC
유통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

기존

확대

Value Chain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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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 Core 3 Expansion 사업 집중 육성 및 고수익 신사업 진출 - Biz. Portfolio: 선택과 집중
포스코대우는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을 2 Core(철강, E&P) + 3 Expansion(식량, 자동차부품, IPP)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력 제고에 힘쓰며, 이와 더불어 물류 등 신규 사업의 성공적 진입과 기존 순수 트레이딩 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식량 사업에서는 해외 곡물터미널의 인수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얀마의 미곡종합처리장과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산과 연계된 식량 트레이딩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PP 사업은 기존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발전 법인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IPP와의 업무 협업 및 우량 자산 M&A를 통해 전략 사업으로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2 Core 사업 Global Major로 육성

철강

3 Expansion 사업 전략적 확대

E&P

2020년
3,500만 톤 체제

Energy Full
Value Chain 구축

국내외 통합
유통 채널 기반
물량 확대

Up-Stream

· 철강 시장지배력 강화

· 현지 유통 Value Chain 
진입

· 그룹사 내 원료사업 확대

식량

자동차부품

800만 톤 달성

현지화+KD+미래차

조달, 생산 사업 본격화

· 미얀마가스전 안정적 운영

· 조달거점 구축

· 기존 보유 광구 탐사

· 미얀마 RPC 가동

성공적 수행

· 신규 탐사광구 확보

· 개발/생산 자산 매입

Mid-Stream

· LNG 인프라 및 트레이딩
사업 강화

· 인도네시아 팜 개발 완료
1)

곡물 항만 터미널 확보

· 곡물터미널 M&A

식품 가공사업 진출

· 가공 합작투자 설립

제품

26.4

10.9
15.5

2017

29.0

13.0
16.0

2018

32.0

15.0
17.0

2019

원료

35.0

곡물 판매량

(단위: 만 톤)

16.5
18.5

2020

OEM2) 사업 확대

319
2017

420
2018

600

2019

발전용량 및
Value Chain 확대

기존 투자사업
안정적 운영

· 파푸아뉴기니 발전소 
안정적 운영 및 관리

발전자산 확보

해외 KD사업 확대

· 글로벌 IPP협업 M&A 추진

· 조립공장 지분투자

· 우즈베키스탄 생산법인 협력

미래차 부품 사업 확대
(전장부품, EV3)플랫폼)

· 자율주행 제품 개발

· 벙커링 사업 추진

철강 판매량

· 지분투자 통한 합작투자

· 소재/기술/마케팅 및 

· 국내 EV부품사 협력

Down-Stream

(단위: 백만 톤)

주요 해외 생산 거점 확보,
현지화 강화

IPP

발전원 다각화

· 가스 및 신재생 발전 개발

Value Chain 확장

· Gas to Power 사업 개발

800

2020

1)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
2)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3) EV(Electronic Vehicles): 전기차

We Mak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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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략국가 집중 공략 및 국내 시장 진입 기반 확보 - Biz. Area: Balancing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을 전략국가로 선정하여 주요 사업 중심으로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코P&S와의 합병으로 구축된 국내 시장 기반을 바탕으로 철강 부문 외 다양한 사업 분야로 국내외 사업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인도에서는 철강, 화학 등 기존의 핵심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개발해 나가며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방글라

데시에서는 에너지 Value Chain을 연계한 사업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미얀마에서는 추가 발전 IPP 수주를 통하여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공동수행합의서 상의 전력 및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국가별 주요 사업 진행 현황

철강

신규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사업

LNG 수입터미널 사업 추진

송변전 시스템 건설 사업

 리마잔(Talimarjan) II 발전소 
탈
건설 사업
교육인프라 EDCF1) 사업

RPC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투자 사업

자동차 조립공장 지분 투자

해군 다목적지원선 수주 확대

LNG 도입 연계 가스 IPP 사업

초고압 송변전 시스템 수주 사업
교통 인프라 EDCF 사업 추진

인도네시아

 규 석유가스 탐사/개발/생산 
신
광권 확보 추진
팜 농장 2기 CPO Mill 건설

정부 대상 방산/경찰사업 확대
Small Scale LNG 사업 추진

인도

철강 유통 투자 통한 내수 시장 진입

방글라데시

대‧소형 수입터미널 사업 추진

 S-12 광구 유망구조 정밀 분석을
D
위한 3D 인공지진파 탐사 실시

 SW Steel향 Color Coating Line 
J
공급 프로젝트

 부 주관 육〮해상 LNG 수입
정
터미널 입찰 사업

북미/유럽향 자동차부품 소싱 확대

신규 석유가스 탐사광권 확보 추진
우량 태양광 사업 M&A 추진

신규 가스복합발전소 수주 사업
1)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2)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다자개발은행

IPP

신규 석유가스 탐사광권 확보 추진

 영 Metallugic향 합금철 
국
생산공장 프로젝트

 룹 Gas to Power 연계, 
그
북미 셰일가스 자산 인수 및 
액화 플랜트 사업 추진

자동차부품

 가 가스 매장량 확보를 위한
추
A-1/A-3/AD-7 광구 탐사 시추 추진

태양광 및 모듈공장 투자 사업

나보이(Navoi) III 발전소 건설

식량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미국

E&P

MDB2) 재원 및 EDFC 사업 확대

호주&파푸아뉴기니

 규 석유가스 탐사/개발/생산
신
광권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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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re Business

[ 철강 ]

철강 부문은 포스코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수한 철강사의 제품을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로 수출입 및 삼국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및 자동차 산업, 플랜트, 기계류, 조선, 에너지 관련 프로
젝트 등 세계 각지의 전 사업 분야에 걸쳐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반제품, 봉형강, 열연, 후판, 냉연,
도금 제품부터 에너지용 파이프, 자동차강판, 스테인리스에 이르기까지 특수 제품을 취급함으로써 다변화,
세분화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스코 경량화 강판을 차체에 적용하는 솔루션 마케팅 활동으로 자동차산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켜 왔으며, 내부식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강건재 판매를 통해 제품 수명 연장과 자원 절감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또한 최근 스크랩 사업 분야의 성장을 통해 친환경적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국내외 전 사업 분야의 다변화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고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에 보탬이 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방향성

통상마찰, 보호무역 심화 등 급변하는 사업환경 속에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트레이딩 분야
에서의 강점을 살려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및 해외 신규 시장 개척으로

강건한 사업 기반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를 포함한 중요

거점 국가별 제작〮가공〮유통 투자를 통해 Down-Stream Value Chain

더불어, 인도네시아 PT.KRAKATAU, POSCO Maharashtra, 브라질
CSP, 태국 TCS 등 해외생산기지와의 협업을 강화한 결과 그룹사 연계

소재 공급 및 제품 판매를 2016년 183만 톤에서 2017년 240만 톤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강 원료사업부터 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Up-Stream과 Down-Stream 전 분야에 걸쳐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
겠습니다.

을 확대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공급 철강사와

통합 유통채널 구축

에 신규 사업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전략 고객을 발굴하여 글로벌 판매

크랩 판매 등 철강 사업 전반을 흡수하면서 기존에 수출(포스코대우)과

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하여 사업 역량을 갖춰 나감과 동시

고도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철강 전
문 무역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략 방향에 따른 과제

· 솔루션 마케팅 강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 점유율 확대
·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통한 수익성 제고

· 소싱처 다양화 및 전략 고객 발굴 통한 사업 역량 강화, 글로벌 판매 고도화
· 해외생산기지산 제품 판매 및 그룹사 연계 원료사업 확대

2017년 3월, 포스코대우는 포스코P&S와의 합병으로 철강 가공·유통·스
내수(포스코P&S)로 나뉘어져 있던 포스코 철강 유통 채널을 일원화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강 가공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판매와 가공 사업

이 통합된 철강 Value Chain을 구축하고, 고객 요구에 따른 솔루션 마
케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Value Chain 확장에 따른 시너지 효
과를 통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2017년 판매량

· Down-Stream(제작〮가공〮유통) 투자 통한 중장기 미래 사업 기반 확대

2017년 성과

역대 최대 사업 성과 달성

철강 부문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국내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국내외 사

업 영역을 확장해 나간 결과, 2017년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 해가 되었
습니다. 포스코 철강제품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유럽 등의 경쟁력 있

는 글로벌 철강사와의 협력을 통해 총 판매량 26.4백만 톤을 기록하였
습니다. 또한 포스코 제품 판매량은 2016년 520만 톤에서 2017년 620

만 톤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솔루션 마케팅을 추진하여 글로벌 우량 고
객들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WP(포스코 World Premium) 제품 판매를

52%까지 확대하여 포스코의 고급강 판매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26.4

백만 톤

(제품 10.9백만 톤, 원료 15.5백만 톤)

포스코 제품 판매량

620

만톤

(수출 460만 톤, 내수 160만 톤)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량(포스코 World Premium)

320

만톤

(포스코 제품 비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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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

포스코대우는 운영사로서 초기 탐사에서부터 개발, 생산, 판매까지 E&P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한 미얀마

가스전을 포함하여 베트남 가스전, 페루 유전, 오만 LNG 플랜트, 동해-2 가스전 등 국내 및 세계 각지에

서 석유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을 진행 중이며, A-1/A-3/AD-7
광구에서는 탐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7년 3월에는 방글라데시 DS-12 광구의 탐사권을
획득하여 탐사지역을 확장하였으며, 현재 인공지진파 탐사 등의 활동을 수행 중입니다. 또한 LNG Value
Chain 내 액화플랜트, 트레이딩, 수입터미널, 파이프라인의 중류사업과 가스발전, 벙커링 등 하류사업을
연계하는 Gas to Power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방향성

2017년 성과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가스전의 안정적인 가스 생산/판매를 위해 2단계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가스 생산 · 판매 지속 및 2단계 개발 추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 매장량 확보를 목표로 기존에 보유 중인 광

였으며, 중국 및 미얀마에 안정적으로 계약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2단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구에서의 탐사 활동을 강화하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등 지역에서

의 신규 광권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LNG 사업에도 진출

하여 Energy Full Value Chain 구축을 통한 E&P 전문회사로 지속 성
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 방향에 따른 과제

· 미얀마 가스전 안정적 운영 통한 Cash Cow 역할 지속
- 안정적 설비 운영 및 가스 판매 극대화

-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 사업 성공적 수행

· 기존 보유 광구 탐사 성공적 수행으로 추가 매장량 확보
· 탐사광구 신규 참여 통한 Value Chain 확대 기반 마련
· 개발 및 생산 자산 매입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 그룹 가스 전략 연계 액화플랜트 사업 개발 및 추진

2017년, 미얀마 가스전 총 1,621억 입방피트의 연간 생산량을 달성하

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향후 2단계 개발 본 공사를
위한 FEED1)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매장량 확보 위한 미얀마 탐사활동 지속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미얀마 AD-7광구에서 탐사정과 평가정을 시
추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분석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추가 탐사시
추 추진을 위하여 미얀마 A-1/A-3 광구에서의 유망 구조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탐사시추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 DS-12 광구 탐사권 획득으로 탐사사업 확장

2017년 3월 방글라데시 정부 및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angla와 DS12 광구에 대한 PSC2)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광구 유망성 기초 분석

을 위한 2D 인공지진파 탐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3D 인공지진
파 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LNG 수입터미널 연계 중류/하류 사업 개발 및 수주

가스공사·포스코대우, 방글라데시 LNG 터미널 수주 공동 추진

· LNG 벙커링 사업 진입 기반 확보

데시 정부가 추진하는 육상 LNG 수입터미널 투자사업에 EOI3)를 제출하

· 싱가포르 LNG 트레이딩 법인 활용 사업 확대

포스코대우와 한국가스공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7년 7월 방글라
였습니다. 이는 연간 750만 톤 규모이며, 11월 PQ4)를 통과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 최초 LNG 거래물량 인도
1)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 개발 본 공사 착수에 앞서 실시하는 기본설계
2) PSC(Product Sharing Contract): 생산물 분배계약
3) EOI(Expression of Interest): 입찰참가의향서
4) PQ(Pre-Qualification): 입찰자격사전심사

2017년 4월, 포스코대우는 포스코와 중부발전의 LNG 공동구매 입찰을

수주하여 6월 약 6만 톤의 LNG 거래 물량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였습니

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2건의 LNG 거래를 성사시켜 2017년 총 19만
톤의 LNG 트레이딩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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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

포스코대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런던곡물업협회(GAFTA;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 및 유

지류거래업협회(FOSFA; The Federation of Oils, Seeds, Fats Association) 취득 회원사로 세계 주
요 곡물 트레이딩 업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곡물 거래량을 2015년 85만 톤에서 2017년 319만 톤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조달 법인 설립, 미얀마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등 곡물 공급망을 구축
하여 안정적인 조달 능력을 확보하고 곡물 취급량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방향성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을 인수하고 미얀마에서 곡물 공급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조달능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중국, 아시아,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등 핵심 지역의 곡물 판매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800만 톤 거래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곡물 트레이딩 확대 및 식량자원의 국내 수입 점유율을 20%까지 상승시
켜 국가차원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전략 방향에 따른 과제

· 곡물 Value Chain 단계적 진입으로 중장기 사업기반 확보

우크라이나 조달 법인 설립을 통한 곡물 Supply Chain 확대

2017년 6월 흑해 최대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는 우크라이나에 곡물조달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곡물 조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연간 처리능력 2백만 톤 급 곡물 수출 터미널 확보를 통해 곡물사

업의 수익성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여, 기존 아시아 시장 외에

MENA/EU 등 시장 확장의 수출기지를 마련하고, 터미널을 플랫폼으로

산지 사일로, 강변 물류 시설 등으로 영역을 확장, 다양한 조달 옵션을
갖춘 곡물 Supply Chain 구축의 완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
로도 지속적인 Value Chain 확장을 추진하여 판매와 조달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 사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곡물 판매량

·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인수 추진

· 미얀마 미곡종합처리장 신공장 건설 및 운영 안정화

· 인도네시아 PT.BIA법인 농장개발 완수 및 2기 CPO Mill 건설
· 주요 산지 국내 공급선과의 파트너십 강화

· 전략국가 내 사업 확대 및 Down-Stream 투자 검토
· 국내 쌀, 옥수수 수입 점유율 확대

2017년 성과

미얀마 미곡종합처리장 투자 승인, 곡물 가공 인프라 구축

포스코대우는 2017년 1월 미얀마 정부로 부터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투자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검사, 판매를 일괄 처리하는 시설로 이번 투자 승

국내 곡물 수입량

흑해산 곡물 판매량

319
39

만톤

만톤

140

만톤

인을 통해 미얀마 에야와디 주(Ayeyarwady Region) 곡창지대와 양곤

(Yangon) 수출항을 이어주는 뚠데(Twante) 수로변 물류 거점에 연간
10만 톤 규모의 가공시설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미곡종합처리장을 2019년 내 완공하여 트레이더의 단계
를 넘어 미얀마 장립종 쌀 생산자로서 EU, MENA, 아프리카, 중국, 러시
아 등으로 곡물 거래 시장을 한층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조달법인 현판식

We Make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3 Expansion Business

Global CSR Activities

39

Appendix

[ 자동차 부품 ]

포스코대우는 국내 상사로는 유일하게 자동차 부품 취급 전문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분야

에서 연간 1조 2천억 원의 매출과 18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OEM
부품 공급사업(구동/조향/엔진부품), AS부품 공급사업(타이어/배터리/알루미늄 휠), 트럭/중장비 부품
공급 등의 트레이딩 부문과 부품업체 지분, 설비투자 등 현지화 및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방향성

2017년 성과

자동차 부품사업은 OEM 부품사업 확대, 서브모듈 사업 추진 등 기존

Connected Car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지분투자를 통한 현지 판매 기반을 확보하고

내 유수 업체들과 CSP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을 강화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도, 중국 등의 부품 소싱
고부가가치 제품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산업인 전기차,

자율주행차, Connected Car 부품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Mobility 관
련 신규 사업인 CSP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포스코대우는 차기 신성장동력인 Connected Car 사업 추진을 위해 국
Connected Car는 차량과 IT가 결합되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모바

일 서비스 이용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컨소시엄
을 통해 포스코대우는 사업의 총괄 및 영업을 담당하고 컨소시엄 참여
자인 포스코ICT가 서비스 운영을 맡게 됩니다. 또한, 각 분야의 선도 기

업들과 협업을 통해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 국내외 완성차 업체를 대

전략 방향에 따른 과제

· EV 부품 확대 및 전장부품 사업 강화

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Connected Car 사업 기반을 마련한
후 중남미와 북아프리카 등지로 판매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기존 사업모델 고도화/전략국가 소싱 확대

G2G 신성장 동력사업 수주 확대

· CSP 사업 추진

스 200대 공급 계약을 USD 8백만에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공급 계약

· 미래차 부품 핵심업체 지분 참여
· Mobility 관련 신규 사업 발굴

· 주요 시장 우량 협력사와 전략적 협업을 통한 유통 및 KD 공급사업 심화
· G2G 신성장 동력 사업 수주 확대
2)

1) CSP: Connected Car Service Provider
2) G2G(Government to Government): 정부와 정부간 거래 방식

포스코대우는 2017년 5월 양곤(Yangon)주와 G2G 사업으로 스쿨버
은 국내 최초 아시아 국가 대상 첫 일반 물자의 정부간 거래로 이는 지

난 2015년 포스코대우의 G2G 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향후
포스코대우는 G2G 사업으로 후속 스쿨버스 사업과 그 외 일반 물자 사
업에 적용하여 미얀마 내 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태국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G2G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스쿨버스 
공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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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P ]

IPP(Independent Power Producer)는 민간업체가 지분투자를 통해 직접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구매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발전소를 소유 및 운영하며, 정부 소유의 전력 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전력을 판매

하거나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사업입니다. 포스코대우는 1999년 파푸

아뉴기니에 24MW 중유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여 현재 상업 가동 중에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이 해
외에 진출하여 IPP 발전소를 운영한 최초의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파푸아뉴기니에 추

가적으로 34MW 중유발전소를 레이(Lae)시에 준공하여 라무(Ramu)지역 전력 수요의 30%를 충당하
고 있습니다.

중장기 방향성

2017년 성과

친환경 발전원인 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IPP 중점 사업분야로 선

파푸아뉴기니 신규 발전소 준공 및 발전 자산 안정적 운영

M&A 추진으로 프로젝트 실적 및 사업 역량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복하고 2017년 6월에 34MW 규모의 LAE 중유발전소를 성공리에 준공

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 글로벌 IPP 업체와의 제휴 및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재무 건전성 확보
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략 방향에 따른 과제

· 우량 발전 자산 M&A를 통한 단기간 내 발전용량 확보
· 글로벌 선진사와의 협력 관계 확대

·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를 통한 Value Chain 확대
·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중심 사업개발
· 도서국가 내 신규 사업기회 발굴

포스코대우는 파푸아뉴기니의 부족한 인프라와 열악한 환경 요인을 극
하였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포스코대우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

며, BOO(Build-Own-Operate)방식으로 계약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하

게 됩니다. 이번 신규 발전소 준공을 통해 파푸아뉴기니에 포스코대우
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POM과

LAE 발전소에 대한 효율적 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파푸아뉴기니
현지 전력청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전력 판매 실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양 법인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쉐타웅(Shwetaung) 사업 고도화

포스코대우는 그동안 축적해 온 미얀마 현지 사업 개발 역량과 네트워
크를 활용하여 미얀마 전력공사(EPGE; Electronic Power Generation

· 선택과 집중을 통한 4대 핵심사업 개발

Enterprise)에서 발주한 70MW 규모의 쉐타웅(Shwetaung) 복합화력

· 인프라(EDCF), 조선해양사업 수주 강화

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착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쉐타웅

- 제지플랜트, 합금철/제철플랜트, Tank Terminal, 선박 및 항만 설비

발전소 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현재 전력구매계약의 최종 협상 단계

(Shwetaung) 발전소 사업을 계기로 향후 미얀마에서 종합사업회사로
서 다양한 투자사업을 확대하여 회사가 운영 중인 가스전과 연계한 신규
발전소 개발 등 추가 사업권 확보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파푸아뉴기니 
LAE 중유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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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Performance
경제적 가치 창출 (2017년 12월, 연결기준)
매출액

(단위: 십억 원)

17,527

22,572

16,492

영업이익 및 순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영업이익
순이익

2015

2016

EBITDA 및 부채비율

부채비율

EBITDA

232%

(단위: 십억 원)

231%

540

485

2016

1.93%

0.62%

0.74%

369

318
109

ROE

221%

ROA

616

2016

4.5%

5.0%

1.2%

1.5%

109

122

2016

경제적 가치 배분 (2017년 12월, 연결기준)
주주 및 투자자
정부

지역사회
공급선
임직원

이해관계자

현금배당총액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등
기부금

상품매출원가
임직원 급여

구분

1.78%

0.74%

401

167

2017

(단위: 십억 원)

2015

2017

122

ROE 및 ROA

순이익

2015

2.10%

2015

2017

(단위: 십억 원)

2017

6.2%
1.9%
167

2017

(단위: 백만 원)

61,687
87,983
92,339
954

20,917,299
20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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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tronger Ethics
Management
윤리경영 강화

Trend

최근 법규 준수, 반부패 방지 등과 더불어 인권, 노동, 환경 등 윤리

경영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윤리적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

자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다수 기업들은 강화된 윤리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구성원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isks

· 글로벌 규제 강화에 따른 해외조직 윤리 리스크 증가

· 제조 기반의 사업부 통합에 따른 윤리〮공정거래 관리 이슈 증가

Opportunities

· 국내외 법규 준수를 통한 기업 명성 제고

· 공급선 지속가능성 확보로 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Our Approach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결국 도태되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업만이 지속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진실(Integrity),
공정(Fairness), 정직(Honesty)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며, 포스코대우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경영활동에 있어 진실(Integrity), 공정(Fairness), 정
직(Honesty)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EO 직
속 윤리경영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윤리적 의사결정의 원칙과 기

준, 실천 지침 등으로 이루어진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
이 준수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

진실
Integrity

공정
Fairness

정직
Honesty

운영 방향

Global Top 수준의 Compliance 기업문화 확립

사전
리스크 대응

· 윤리 딜레마 상담
· FCPA1) 리스크 점검
· 인간존중 조직문화 
설문조사

임직원
인식 전환

· 본부별/독립사업부
윤리교육
· 해외법인/귀임자 
윤리교육
· FCPA 전파 교육

문화 확산

· 명절 선물처리 센터
· 클린 포스코대우 
시스템
· 사외강사료 기탁제도

1)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부패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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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DAEWOO's Topic
Topic

10

5

6

GRI Aspect

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

비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

· 공급선 지속가능성은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매출에 영향

· 공급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등 납부
· 사안의 중대성이 높을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 운영에 영향

· 비윤리적 경영 활동 
추진 시 기업 명성 및 
브랜드 가치 하락

5

공급선의
지속가능성 확보

· 경쟁저해행위

6

국제〮국가의
법규 준수

· 반부패

10

기업윤리 준수
및 반부패 활동

· 반부패

* Topic의 번호는 중대성 평가 결과 순위를 말함

Our Commitments
추진영역
윤리경영
실행

공정거래

2017년 계획

2017년 주요 성과

· 윤리교육 내실화 및 
윤리 실천프로그램 운영
· 해외조직 윤리 리스크 
예방 지원

· 윤리 실천 활동 확대 시행
· 해외조직 윤리 리스크 점검 실시
· 비윤리 신고 활성화

· 하도급, 공시 등 법 위반 
리스크 사전 차단
· CP1) 평가 AA등급 획득

1)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CP 운영 내실화
· CP 평가 A등급 획득

평가 2018년 계획

중장기 목표

 · 해외조직 윤리 활동 강화
· 인간 존중 위반 근절 활동 강화


 · 사전 모니터링 활동 강화
· 교육 프로그램 신설 및 다양화
· CP 문화 확산 및 포상 확대
· CP 평가 AA등급 획득
평가 기준 :

· 준법의식 제고 및 임직원 
동참으로 윤리경영 체계 확립
· 부정청탁 금지 및 반부패 
강화 등에 따른 예방 활동 마련
· CP 평가 AA등급 유지
· 제조사업장 하도급 리스크 
예방활동 및 컨설팅 지원 강화
목표 달성

목표 일부 달성

미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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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실행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지속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대우는 윤리적 가치를 조직 운영 상에 철저히 반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체계

포스코대우는 CEO 직속의 정도경영실을 전사 윤리경영 전담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도경영실은 감사 및 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정도경영

1그룹과 윤리〮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정도경영2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정도경영2그룹 내 윤리공정거래섹션을 별
도로 구성하여 전사 윤리 실천활동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공정거래 조직도
CEO

실천 지침
윤리실천과 
준법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 확보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인권의
보호와 존중

<부칙> 윤리규범의
관리와 운영

정도경영실
정도경영1그룹

정도경영2그룹
윤리공정거래섹션

윤리

· 윤리제도 운영
· 윤리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인간존중 위반 조사
· 비윤리 행위 조사 등

공정거래

· 공정거래 리스크 점검
· 공정거래 교육
·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 불공정 거래 제보조사 등

윤리경영 역량 강화

포스코대우는 윤리교육을 통해 임직원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매
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규범, 공정거래, 반부패 준수 서약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리더와 소속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윤리 리
스크를 발굴하고 과제화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 설정 및 예방 활
동을 수립하는 등 자발적인 윤리 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교육 실시

임직원 윤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독립사업부 통합에 따라 윤리, 인간존
중, 성희롱 예방 관련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외법인 윤리

윤리규범

포스코대우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와 행동 기준을

담은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3년 윤리규범을 제정
한 이래, 2014년에는 인간존중을 표방하는 유엔 인권경영을 윤리규범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2016년에는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윤리경영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윤리경영 교육 실적
교육 과정

유형

는 경영 혁신 취지에 맞게 강화된 윤리규범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부별 윤리교육

집합

www.posco-daewoo.com/kor/ethicalNorms.do)를 통해 확인하실

윤리 실천프로그램 교육

집합

포스코대우의 윤리규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
수 있습니다.

계층별1) 윤리교육

해외법인 윤리교육

독립사업부 윤리교육

글로벌 포스코 윤리경영
포스코 성희롱 예방교육

집합
집합
집합

온라인
온라인

1) 신입사원, 경력사원, Global Staff, 부임 후보자 등

(본사 기준, 단위: 회, 명)

실시 횟수

7
9
1
9
7
1
1

참석 인원

895
76
19
72

201

1,087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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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상담실 운영

클린 포스코대우 시스템

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윤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

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클린 포스코대우 시스템을 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 딜레마를 상담하여 사전에 리스크
다. 2017년에는 총 54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내 인간
존중 문화를 저해하는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윤리상담실 모니터

링을 실시하여 비윤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실시해 오
던 인간존중 설문조사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위반 행위자를 적
극 발굴하는 등 인간존중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모니터링 실적
윤리규범 위반 여부

구분

공정거래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FCPA 위반 여부
합계

횟수

임직원이 받은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
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으로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청탁을 거부

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며, 청탁자는 기록이 남게 되는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을 받은 임
직원이 스스로 신고하는 건전한 내부신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신문고 접수 및 처리 현황(100%)

2016

(단위: 회)

13
33
4
4

54

2017년 신문고 접수 유형

11

건

임직원 윤리 관련

19
6

건

건

공정거래 관련

2017

18
1

건

건

내부규정 관련

클린 포스코대우 시스템 운영 절차

해외조직 윤리 리스크 예방 활동

포스코대우는 해외조직 대상 윤리 리스크를 점검하며, 예방 활동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직 내 소통 및 인간존중 조직

문화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본사 정도경영실장 주관으로 해외부
패방지법, 해외법인 비윤리 사례 등 해외법인에 특화된 윤리교육을 실
시함으로써 예방 관점의 윤리경영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해외부
패방지법(FCPA) 관련 공무원 접대 및 편의 제공, 계약 실태 등에 대한 점
검을 확대 실시하여 해외조직 윤리 의식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Step 1

청탁자 및 내용 등 시스템 자진 등록

Step 2

정도경영실 내용 확인

Step 3

관련부서 통보

Step 4

필요 시 정도경영실 세부조사 및 조치 이행

￬
￬
￬

비윤리 행위 신고 제도

갑질 신고센터

리신고센터), 우편, 전화, 정도경영실 직접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

위를 행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임직원간 폭언 및 폭행 등 모든 비

포스코대우는 윤리경영 수준 강화를 위해 POSCO 설문, 홈페이지(비윤

여 비윤리 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 내용과 신고
자에 대한 정보는 엄격한 보안 절차에 의해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으며,

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한 업무상 불이익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

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신
고 대상 행위 및 신고 방법 등을 자세히 게시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행
인격적 행위를 갑질로 규정하고 관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갑질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갑질 행위는 2일 내
정도경영실장에 보고되고 사안에 따라 최대 3주 이내 경영진 보고가 이

루어집니다. 또한, 제보자의 의사에 따라 접수된 사안의 처리 결과를 통
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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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포스코대우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포함하여 해외 거래 시 따라야 하는 거래질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에 따라 2011년부터 9대 영역, 32개 핵심

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관리자(정도

포스코대우는 공정거래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

요소로 구성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습
니다. 또한, 매년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 자율준

수 편람과 하도급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 2017년 4월에 ‘2017년 제1회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를 개최해
위원 8명과 실천리더 27명을 임명하였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

램의 주요 활동 및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하도급 점검 결과 등을 공유하
최하여 위원 20명과 실천리더 44명을 임명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공정거래 내부감독 체계(Monitoring System)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포스코대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를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체계를

자율준수편람의 작성·배포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업무 협의 및 자율점검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사전에 공정거래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실태점검 및 실사를 실시함으

내부감독 체계의 구축

로써 재발 방지 및 사후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위반 직원에 대한 제재

자율
운영 요소

경영실장)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실천리더와 간사로 구성되어 있습니

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독립사업부를 대상으로 자율준수협의회를 개

공정거래 자율준수 핵심 요소 및 운영 현황

정부
권고 요소

포스코대우는 2012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의회’를 구성하여 체

공정거래 사전 업무 협의

문서 관리 체계의 구축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CP 운영 성과 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현황
2016

2

회

하도급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와 관련된 의문 사항이나 딜레마가 발생할 경우

윤리공정거래섹션과 사전 협의를 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적절한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사전 업무 협의 제도 활성화를 통해 총 34건의 협의를 진행해 관련 법규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2017

11

회

담당자 
이슈 발생
윤리공정거래
섹션 의뢰
협의 결과 
통보
자율준수
관리자 보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자체진단
가능

관련 내용 
검토

자체진단
불가능

전문기관*
의뢰

검토진단

* 법무실, 포스코 공정거래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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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부서별 자율점검

공정거래 홍보 활동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체크 리스트는 부문별, 위반 유형별로 각 부

정거래 관련 상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퀴즈와 함께하는 알기 쉬

부서별로 공정거래 체크 리스트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행위를

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배포하고,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부서별 특성

에 따라 자율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윤리공정거래섹션 또는 법무실 등 전문부서의 상담을 거쳐

임직원 공정거래 의식 제고를 위해 사내 웹진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공
운 공정거래’ 시리즈를 통해 단순 정보 공유가 아닌 임직원의 참여를 도
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공정거래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실태점검 및 감사

부서별 자율점검을 통해 파악된 취약 부분 및 고위험 부서 위주로 실시

되는 사후 감독체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 따른
규제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 및 인지에 의한 공
정거래 리스크 감사를 실시하여 공정거래법 준수 우수자는 포상을 통해

독려하고, 위반자는 CP 운영지침 제16조(징계기준)에 따라 처벌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역량 강화

포스코대우는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임직원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퀴즈
(사내 웹진)

공정거래 교육 실시

공정거래 교육을 통해 관련 법 위반 리스크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본부별 맞춤 교육으로 업무 특성에 따른 공정
거래 이슈 관리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컴플라이언스경영 전문가(CCP;

Certified Compliance Professional)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017년 공정거래 교육 실적
교육 과정

유형

본부별 맞춤 교육

집합

CP포럼

집합

독립사업부 방문 교육
CCP 자격증 취득 교육
외부강사 초청 강연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포스코그룹 PCA1)

공정거래 위반 사례

1) PCA: POSCO Compliance Academy

집합
집합
집합
집합
집합

온라인

중소‧중견기업 공정거래 컨설팅 지원

포스코대우는 중견·중소기업의 공정거래 컨설팅을 지원하며,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력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포스코대우가 보유한 각종 노하우

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6회의 컨설팅 요청을 접수하여 
(본사 기준, 단위: 회, 명)

실시 횟수

7
7
2
1

참석 인원

895
144
3
2

2

362

1

3

2
1

3

87

지원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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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Talent Cultivation/
Respect for
Employees
인재 양성 / 구성원 존중

Trend

인재의 양성과 구성원 존중을 통한 인적자원 관리는 기업 존재의 지
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인력 양성과 소통하는 조직문화,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 보장은 기업
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Risks

· 신규 시장 및 해외 진출 국가의 인권 관련 규제 강화
·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 필요
· 독립사업부 통합으로 안전 관리 요소 증가

Opportunities

· 사업장 인권실사를 통한 존엄성 실현

·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한 인적 경쟁력 확보

· 사업장 안전관리와 임직원의 보건 관리를 통한 건강한 작업환경 제공

Our Approach

기업 가치 창출의 원천은 구성원의 창의와 역량에
있음을 인식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해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성원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존중의 정신을 기반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건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대우는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이 임직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

다. 인권보호를 바탕으로 조직, 역량, 프로세스의 글로벌화를 통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안전하고 건
강한 일터를 만들어 경영 목표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기 성장 방향

Biz. Model:
Transforming
Biz. Portfolio:
선택과 집중

Biz. Area:
Balancing

HR 전략

Capability

글로벌 인적자원 역량 제고

Organization

성장전략 성공적 실행지원

Process

창의/유연 조직문화 구현

핵심가치

창조적 도전

최고의 인재

신뢰와 협력

We Mak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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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POSCO DAEWOO's Topic
GRI Aspect

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

비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

직원 권리 및
인권보호

· 인권 평가

· 사업의 지연 또는 취소 등 
사업 운영에 영향

· 인권 보호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실현

6

11

Topic

15

11

13

3
12

2

2

3

6

12
15
13

국
 제〮국가의
법규 준수

·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 균등

·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차별금지

·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 전문성 향상을 통해 업무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 향상

임
 직원의 공정한
성과평가 보상

· 훈련 및 교육

· 임직원의 업무 생산력 향상

· 고용, 노사관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 동기 부여 및 업무 
만족도 향상

직원 안전 및
건강관리

· 산업안전보건


· 안전사고로 인한 
영업 활동 중단 및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

글로벌 인재 육성

상호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일과 삶의 균형 유지

·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등 납부
· 사안의 중대성이 높을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 운영에 영향

· 비윤리적 경영 활동 
추진 시 기업 명성 및 
브랜드 가치 하락

· 협력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통한 기업 
신뢰도 제고

·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

* Topic의 번호는 중대성 평가 결과 순위를 말함

Our Commitments
추진영역

인재 양성

조직문화
개선

안전한
일터 조정

2017년 계획

2017년 주요 성과

· 계층별 인재 육성
· 조직/인력 최적화
· 우수 Global Staff 육성
· GHR 1) 제도 표준화

· 12대 특화 교육 과정 
체계화 및 실행
· 직원 개별관리 강화로 조직/
인력 최적화
· 우수 Global Staff 육성 체계화
· GHR 선진화 방안 수립/실행

· 조직 융합 추진 및 긍정 조직
문화 확산
· 본사 노사관계 안정화 및 
독립사업부 인사관리 지원


· 본사 노사협의회 활성화
· 긍정조직문화지수 개선
· 노무후생제도 개선
· 독립사업부 HR선진화 지원


· 휴업도수율: 0% 

· 휴업도수율: 0% 

· 출장자 감염병 예방관리

· 키트 지급 631건
· 출장자 감염별 예방지침 게시
(출장신청서)
· 출장자 의료비 지원(보험 가입)



1) GHR: Global Human Resources

평가 2018년 계획

중장기 목표

 · 지속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 직원 Envisioning 제고
· 일을 통한 자기계발 실현
· 사내 전문인력 확보 추진
· 글로벌 역량 육성
· HR시스템 글로벌화 추진

 · 조직문화 In-Depth 진단 및 

·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성장 
위한 조직문화 전략 추진
· 노사관계 안정화 및 글로벌 
노무 지원 기반 구축
· 노무후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전략적 노무후생 관리

평가/승진제도 개선
· 종합사업회사로의 성장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 글로벌사업 인재 육성을 통한 
인적 경쟁력 확보







핵심과제 도출, 개선 추진
· 인사노무 법적 안정성 강화
· 노무후생제도 개선





 · 사업장 임직원 안전인식 제고

· 안전교육 강화






 · 해외 출장자 건강관리 위한 

매뉴얼 작성
·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평가 기준 :

· 안전한 사업장 구현

· 출장에 따른 질병, 
사고발생 등 사전 예방
·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수준 향상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

목표 달성

목표 일부 달성

미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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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양성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전정신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의 확보와 유지가 중요합니다. 포스코대우는 글로벌 역량
과 감각을 보유한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를 리딩하는 “최고의 인재”

세계인

창조인

실행인

세계인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창조인은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인은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사고를 가진 인재를 말합니다.

독특한 시각과 접근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인재를

글로벌 역량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및 식견과 건전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 인재를 말합니다.

인재 채용 및 평가

포스코대우는 우수한 인재가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 생각
합니다. 인종, 성별, 출신, 학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동

말합니다.

채용 현황(본사)

2016

47

등한 채용의 기회와 공정한 처우를 보장합니다. 매년 1회 신입사원을 공
개 채용하고, 상시로 경력사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명

총 64명의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국내(본사) 기준, 신입사원 임금은 법

정 최저임금 대비 약 3배에 달하며, 성별에 대한 임금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포스코대우의 평가 기본 방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객관적이
고 공정하게 역량평가를 실시하며, 개인별 강점과 개발할 점을 파악하여

성장과 육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가 시, 조직장과 평가 대상자 간 피
드백 면담을 실시하여 평가의 수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와
보상을 합리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채용 프로세스

평가기본방침

서류전형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개인의 업무성과 및 
능력에 기반한 평가 시행

￬

직무적성검사

￬

직무역량평가

￬

가치평가

변별력 높은 평가
평가등급 배분율 준수

수용도/신뢰성 높은 평가
합리적인 조정 과정 및 
평가 결과 피드백 면담 실시

직원 현황(본사)
정규직

구분

남성

명

2017

구분

사무/관리직
생산직

1,500
28

여성

직원 현황(해외사업장)

(단위: 명)

334

남성

합계

합계

64

여성

계약직

정규직

2017

15

1,877

2017

(단위: 명)

838

5,208
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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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육성 프로그램

포스코대우는 종합사업회사에 걸맞게 핵심사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감각
과 사업 역량, 리더십을 갖춘 차세대 사업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계층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명확히 하고, 전 임직원이 이를 갖추도록 그룹교육 외에도 

목표

계층별 12대 특화과정을 운영하여 직급과 업무에 맞는 맞춤 교육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종합 사업을 리딩할 창조적 사업리더 육성

대상

12대 
특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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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비전과 통찰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자

조직장

문제해결 역량과 Biz. 
개발 역량을 지닌 
개척자

직원

Global Staff

글로벌 마인드와 
영업 역량을 겸비한
상사맨

회사 Core Value와 
현지 전문성을 갖춘 
포스코대우인

❶ 고급 영어 과정

❹ 투자 Intensive 과정

❼ 무역 Intensive 과정

❿ 계층별 역량 교육

❸ 사외 최고경영자과정

❻ EMBA/mini-MBA

❾ 해외 MBA 유학

⓬ Value Package

❷ 1:1 리더십 코칭

❺ 조직관리기법

1:1 리더십 코칭

임원들의 미래 대응력 및 네트워킹 능력 배양을 위해 본부장 및 실장급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외 전문코치와의 1:1 리더십 코칭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코칭을 통해 리더십 스타일을 진단하고 조직관리 및 소통 방법
등 글로벌 기업의 미래 경영자에게 필요한 경영지식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자 Intensive 과정

투자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실무 진행 및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M&A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내외 실제 사례
연구를 활용한 투자 이론/실습 학습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❽ 전문자격취득 지원

교육 과정별 교육비 비율

59% 리더십

내수와 무역을 동시에 수행 가능한 종합사업회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7년 교육 현황
총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역 전문역량 강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

1인당 교육 시간

로벌 무역비즈니스에 특화된 내용을 엄선하여 무역 전문역량 습득하고,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

포스코대우는 실무진 필수 교육, 비서직 실무교육 등 각 직군 실무에 관
련된 교육을 실시하며, 직급별로 필요한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0%

직무

18%

2017

3% e-러닝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집중교육입니다.

무역 Intensive 과정

⓫ 본사 순환근무

380

개 교육 과정 운영

(집합 71개, e-러닝 309개)

2016

59.3

2017

45.1

시간

시간

* 2017년 포스코P&S 합병에 따른 데이터 산정 범위의 변화로 2017년 1인당 교육 
시간 일시적 감소

1인당 교육 비용

2016

1,082,164 원

2017

1,324,786 원

* 데이터 산정 기준의 변화로 2016년 1인당 교육 비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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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육성

Global Staff 가치 전파

확보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본사와 해외 법인/지사의 소통을 강화하여

을 위해 Global Newsletter와 Value Package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

글로벌 인사제도 체계화를 통한 Global Staff 육성으로 인적 경쟁력을
Global One Company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P 직급 부여(Professional-grade Assignment)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성장성을 보유한 Global Staff를 대상으로 P
직급 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직급 전환은 Global Staff 중 후
보자(Pc; P-candidate)를 선정하고, 6개월간의 학습 및 성과 검증을 통
해 P직급으로 최종 선발되어 핵심 인재로 관리 받게 됩니다.

본사 순환근무(Global Mobility Program)

성장 가능성이 있는 Global Staff들이 본사의 업무방식을 습득하고, 네

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본사 순환근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

포스코대우의 핵심가치를 전파하고 본사와 해외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
습니다.

Global Newsletter

신입 Global Staff를 대상으로 CEO 메시지, 주요 경영 소식 및 한국문
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e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Value Package

신입 Global Staff를 대상으로 가치 공유(회사의 역사, 비전, 경영철학

등), GHR 전략(인사 원칙, 인재상, GHR 제도) 및 다양한 문화 갈등 이해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 2017년부터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보다 공정한 기준으로 Global

Staff를 선발하였습니다. 선발된 Global Staff는 본사에서 한국어 교육

과 실무 교육을 받으며, 본사 사업부서에 배치되어 6개월에서 1년간 업무
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시행하여 2017년까지 총 9명의 Global

Staff가 본사 근무를 마치고 해당 법인 및 지사로 복귀하였습니다. 향후
더 많은 Global Staff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Global Staff Conference 개최

포스코대우는 매년 본사와 해외를 번갈아 가며 실력 있는 글로벌 인재

들을 한자리에 모아 토론하는 Global Staff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

습니다. 2017년 9월에는 상해에서 개최하였으며, 각 해외조직의 핵심
Global Staff가 모여 본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
니스 창출 및 기존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

는 본사에서 선정된 6명의 멘토와 중국/아시아 지역 법인장 5명, 전 세

Global Staff
Conference 개최

계 34개국 40개 해외조직의 핵심 Global Staff 46명 등 총 60여 명이 참
석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Global
Insight
함양
해외조직별
핵심
Global Staff
육성

Global Staff
자부심 &
로열티 고취
Global Staff 간
소통 확대를
통한 사업 발굴
기회 제고

Global 
Newsletter
발행

We Make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Global CS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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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존중

포스코대우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원칙, UN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에 기반

한 윤리헌장 및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위한 실천 지침을 제정하고 공포하였으며, 글로벌 전 사업장의 임직원과 공유하여 개개인의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 실현

포스코대우의 사업 운영은 국가별 노동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

수함은 물론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외사업장 인권실사 현황

국내에서는 인간존중 설문조사를 통해 인간존중 위반 행위자를 적발하

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은 인권실사를 통해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사업장에

서 인권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인권실사 결과,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건

2016

2

사업장

수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장을 포함하여 주요 해외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인
권실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위한 실천 지침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하며 자유, 안전,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간의 존엄을 확립한다.

❶ 인권관련국제 기준의 존중

-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관련 국제기준을 존중한다.

- 명확한 인권보호 정책과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인권관련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인권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노력한다.

❷ 인권존중을 위한 실사 의무(Due Diligence)

-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 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실사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 한다.

❸ 임직원 보호

-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 정신적〮육체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미성년자의 노동조건과 최저 노동의 연령기준은 국가별 노동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한다.
-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❹ 존중과 평등

-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
-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한다.
-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❺ 적법하고 인간적인 고용조건 보장

-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근로시간 유지 등 고용조건을 보장한다.

❻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 노력

-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7

2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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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재 확보 및 유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증축

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사 임직원 및 Global Staff 채용에

수용 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7년에는 어린이집을

포스코대우는 전 세계 현지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육성함으로써 직
있어 인종, 성별, 종교, 신체 조건 등을 차별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공정

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Global Staff 채용 등의 인

사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매년 포스코인재창조원과 협업, 승진자 교육과
모범사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역량을 향상시켰습니다. 주요 글로벌 사

업장 상급 관리자 현지인 비율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장 76%, 인도네시

아 PT.BIA법인 40%,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 69.7%입니다. 2017년에
는 능력 중심의 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고자, 특성화고 졸업생을 업무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2015년부터 본사 내 70여 명이

증축하여 현재 총 92명의 아이들을 보육 중에 있으며, 2018년 추가 증축

후에는 약 200여 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포스코대우는
회사 주변의 어린이집 수용 인원 부족으로 인한 직원들의 육아 고민 해
소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 송도 본사 내 직장 어린이집 시
설 규모를 두 배 이상 확장하고 정원도 대폭 늘려 임직원들의 보육수요
를 100%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직으로 선발하는 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리

자의 비율은 5.8%로 2016년 5.6%에 비해 0.2%p 증가하였습니다. 여
성관리자 비율의 점진적인 향상은 직장 내 다양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
이라 기대합니다.

과장 이상 여성인력 비율(본사)

29

2016

명 (5.6%)

2017

37

* 데이터 산정 기준의 변화로 2016년 과장 이상 여성인력 비율 수정

명 (5.8%)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증축

모성보호

포스코대우는 모성보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여성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

성희롱 예방교육

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

년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율은 100%입니다. 교육을 통해 성희롱을 근

력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습니다. 산전·산후 휴가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부여하고 있으

며, 남성 직원의 유급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남성
직원을 포함한 26명의 임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업무 복귀율
은 100%입니다.

2017년

육아휴직 복귀

남성

여성

대상자(명)

복귀자(명)

복귀율(%)

22

22

100

4

4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
절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본사)

2016

100

* 독립사업부 제외

100

2017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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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개선

포스코대우는 원활한 전사 경영방침 공유와 임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소통과 신뢰를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

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협력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제도 및 복리후생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하여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
습니다.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

2017년 3월, 포스코P&S와의 합병으로 서로 다른 업무 환경에 안정적
으로 적응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융합하기 위한 조직문화의 중요성이 증

대되었습니다. 이에 상호 신뢰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노사관
계를 정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 조직문화 가치체계 내재화 프로그램 개발/실행

- 핵심가치 내재화를 위한 사내 커뮤니케이션 강화

운용 금액
(억 원)

노무후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실시간 노무 경영정보 제공

가입 인원
(명)

- 국내외 인건비/보상 통계 보고 시스템 구축
- 해외법인 인건비 관리 시스템 구축

- 복리후생 수작업 관리 항목 시스템화 추진

· 복지포인트를 통해 본인 요구에 맞는 복리후생항목을
선택하여 이용
· 임직원들의 친목도모 및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활동비 지원

· 콘도 및 리조트 회원권 지원
· 매년 건강진단 지원
·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지원

형태

노사협의회
노조
노조

노사협의회

구분

2016

퇴직연금(DB형)

퇴직연금(DC형)

825

2017

1,110

0.7

퇴직연금(DB형)

1

1,199

퇴직연금(DC형)

1,353

3

5

P-GWP(POSCO Great Work Place)
인원

(단위: 명)

노사 각 8

285
131

노사 각 3

복리후생 지원제도

임직원들의 동기부여와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복리

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학자금지원, 대
부금 지원, 의료건강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증축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노무후생제도 개선

후판가공사업부

· 주택 구입, 임차,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대부금 
지원 운영

임직원들의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임직원을

- 소통 활성화를 통한 임직원간 신뢰 회복

TMC사업부

내용

퇴직연금

임직원 간 신뢰회복 및
행복한 일터 조성

STS사업부

선택적 복리 후생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 포스코대우 고유 조직문화 방향성/가치체계 수립

본사

출산 및 양육 지원

콘도 지원

 업문화 Identity 및
기
가치체계 재정립/내재화

구분

대부금 지원 

동호인회 지원

조직문화 정착 및 개선 활동 계획

노사협의회 및 노조 구성 현황

활동

포스코대우는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P-GWP(POSCO-Great Work
Place)’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 대한 임직원의 만
족도와 업무몰입 수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7 P-GWP 조사에 따르
면 포스코대우 임직원들은 회사 성장성, 주인의식, 동료애를 높게 평가

하였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성과관리, 제도/시스템이며, 회사는
근본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해 2018 조직문화 In-Depth 진단을 실시하
여 5대 핵심과제 도출하는 하는 등 보완방법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P-GWP 점수
score

2016

66

2017

점

64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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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일터 조성

포스코대우는 임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임직원 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중심 문화
를 국내외 사업장에 확산하고 임직원들이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옥 안전관리 체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 지

건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

임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인천 송도 사옥, 포스코타워-송도에 안전관리

진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시나리오 수립과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

고 인천 연수구 관할 소방서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전사 공통으로 글로벌 안전보건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안전보

으로 Near Miss1) 관리, 위험성 평가, TBM2) 활동 등과 같이 다양한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STS사업부와 TMC사

업부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SHA 18001 인증을 획득하여 유지하

고 있으며, 후판가공사업부는 2018년에 KOSHA 18001 인증 획득을 계

안전문화 조성

포스코대우는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2017

획하고 있습니다.

1) Near Miss(아차사고): 작업 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나 설비 결함 등으로 재해가 
일어날 뻔한 사고

2) TBM(Tool Box Meeting): 작업 전 안전 조치로 직장의 소인(小人)수의 작업자가 
작업 개시 전에 직장이나 감독자를 중심으로 작업 현장 근처에서 대화하는 것

%

휴업도수율(본사)

안전 활동 프로그램
STS사업부

TMC사업부

후판가공사업부

- 안전협의체 회의(월 1회)

- 안전심사분석 회의 실시(월 1회)

- 안전협의체 회의(월 1회)

- 현장사원 소통간담회

- 취약개소 공정(정비 파트)으로 

합동안전점검(월 1회)

- 경영층 솔선안전활동

- 조장 대상 안전역량 향상교육

- 일대일 안전면담, 안전행동관찰, 
TBM 경진대회 등

- 협력사 합동안전패트롤(분기 1회)
찾아가는 현장 교육

- 소방서 연계 합동소방훈련(연 1회)
- 방문객(납품차량 등) 안전 캠페인

- 안전골든벨, 전문강사 초빙 안전/보건 

교육, 중량물 안전 이송을 위한 지게차 &
크레인 경진대회 등

- 현장 순찰점검(1일 1회) 및 
- 협력업체 찾아가는 안전교육(주 1회)
- 소방 훈련(연 1회)

- 유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활동

- 안전현수막 및 표지판 추가 발굴 부착, 
안전 기원제 및 안전다짐 산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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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건관리

실시간 위험발생 공유

악하고 건강정보를 공유하며 그에 맞춘 의료 지원 안내 등 맞춤형 통합

재해, 테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관련 내용을 사내에 공유하

임직원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를 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장자 안전관리

포스코대우 임직원은 전 세계를 무대로 영업활동을 펼치며, 수시로 해

외 출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출장 신청서 작성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장자 지침이 담긴 알림창을 통해 해외출장자 예방지침
과 매뉴얼을 제공해 출장자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하고 비상 시 대응 체
계 등 신속한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자
를 대상으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상해, 질병 발생 등에 대비하
고 있습니다.

해외출장자 예방지침

출장 전

· 전염병 인체감염 발생 정보 확인
· 질병 위험 정보 및 방문 지역 권고사항 확인
· 현지 보건기관 및 의료시설, 대사관, 영사관 등 확인
· 예방 용품 및 약품 수령

출장 중

· 병원체 전파 방지를 위한 건강 습관 유지
· 감염 증상 발생 시 즉시 격리 후 현지 주재원 및 
병원, 본사에 보고
· 주변 감염자 발생으로 격리 시 본사와의 연락 유지

출장 후

· 귀국 후 최소 일주일간 감염 증상 발생 여부 
자가 점검
· 이상 증상 발생 시 건강관리실 신고 후 조치 이행
· 증상 발생 시 외출 자제, 마스크 이용

포스코대우는 해외 파견직원 및 Global Staff를 통하여 해당 국가의 자연

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장세력에 의한 폭탄테러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

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더욱 신속하게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와 더불어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불안정한 국가에 대한 출장을 일정 기
간 동안 자제하도록 하여 1차적인 위험 요소를 배제하도록 조치하고 있
습니다.

질병 예방 활동

포스코대우는 위생 및 보건 환경이 취약한 아프리카, 남미 지역 등으로 임
직원이 출장을 갈 경우,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황열 예방접종, 말라리

아 예방약 등을 복용 후 출국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에서
는 자가 처치가 가능한 상처, 식체 등에 대한 비상약 키트를 구비하고, 출
장자가 출발 전 지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구강질환 예방검진 실시

구강보건의 날(6.9)을 맞이하여 치아 건강상태를 알게 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임직원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구강 내시경 카메라 촬영,
충치여부 및 충치 위치 확인, 구강건강 상담, 구취 측정 등을 실시하였
습니다.

질병자 병원 연계 서비스 지원

건강관리실에서 관리가 어려운 질병자는 증세를 분류하여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하여 진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임직원 건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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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Stakeholder
Communication
이해관계자 소통

Trend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이익 향상
을 위해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영
향을 주고 받는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기반으로 관
심과 기대 사항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Risks

· 글로벌 무역사업의 특성 상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이슈에 노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기대 수준 향상

Opportunities

·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신뢰 관계 형성

·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 추진으로 사업 지역 내 기업 이미지 제고

Our Approach

포스코대우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굳건한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솔선수범하며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사회와 나누며
더불어 성장해야 합니다.

포스코대우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를 둘러싼 다
양한 이해관계자를 주주 및 투자자, 수요가, 정부/국제기구, 지역사

회/시민단체, 임직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통채널을
통해 수렴된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회사의 지속가능
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그룹
주주 및
투자자
수요가
(수요처)
정부/
국제기구
지역사회/
시민단체
공급선

임직원

소통채널

소통활동

· IR 활동
· 기업설명회
· 주주총회
· 홈페이지

· IR Letter 발간
· 주주총회 개최
· Analyst 미팅 개최

· 정책 수립 공청회
· 정부 간담회
· 온라인(메일)
· 보고서

· 이해관계자 질의 대응
· 사업장별 환경사회
보고서 발간

· VOC 활동
· 이해관계자 인터뷰
· 보고서

· 인터뷰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 접수

· 지역주민 간담회
· NGO 간담회
· 이해관계자 인터뷰
· 보고서

·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
· NGO 간담회 실시
· 사회공헌 활동 진행

· 공정거래자율준수협의회
· Management 회의
· 품질 및 CSR 교육
· 이해관계자 인터뷰
· 노사협의회
· 고충처리제도
· 임직원 만족도 조사
· 사내 웹진
· 임직원 인터뷰

· 공정거래자율준수
협의회 개최
· 공급선 품질 및 공정
개선 방문 지원
· 임직원 만족도 조사
(P-GWP) 실시
· 사내 웹진 게시

We Mak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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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DAEWOO's Topic
Topic

9

7

GRI Aspect

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

비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

·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지속 성장 생태계 구축
· 기업 명성 및 브랜드 
가치 제고

7

 략적 사회공헌
전
활동 추진

· 간접 경제 효과, 
지역사회


· 지역사회 평판 향상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


9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소통

· 이해관계자 참여



· 경영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기업가치 향상


·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 구축


* Topic의 번호는 중대성 평가 결과 순위를 말함

Our Commitments
추진영역

이해관계자
커뮤니
케이션

사회공헌

2017년 계획

2017년 주요 성과

· 이해관계자 대응을 위한 
유관 부서 협업 강화


· 유관 부서 소통 채널 개설
· 정기/수시 미팅 개최




· 사회공헌 비전 및 체계 수립



· 사회공헌 비전 및 체계 수립
· 1인당 봉사 시간 18시간
· 사회공헌 투자금액: 9.1억 원





평가 2018년 계획










중장기 목표

 · CSR 위원회 조직 및 체계 강화

·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소통 및
대응 강화
· 수요가/공급선 CSR 대응 
체계 구축

 · 임직원 자원봉사 자율목표제 

· 임직원 재능기부 프로그램 확대
· 해외 조직 사회공헌 참여율
제고
· 전략 국가 의료 사회 공헌 
고도화







연 18시간
· 국내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전략 국가 대상 선제적 
사회공헌 활동 강화

평가 기준 :

목표 달성

목표 일부 달성

미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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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인터뷰

포스코대우는 이해관계자가 공감하는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경영 6대 전략과 연계하여 관련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심과 기대 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터뷰 대상 및 관심 사항
사업고도화

· 왕기호, 기업영업부 본부장, 
SMBC 글로벌코리아

· 관심 사항: 재무성과, ESG 수준 향상
윤리경영 강화

· 김용환, 해외영업팀 부장, 한미ADM
· 관심 사항: 공정거래, 동반성장
인재 양성

· Bruno Rodriguez, Global Staff, 
Lima Branch
· 관심 사항: 인재 육성, 조직문화

구성원 존중

· Hamraeva Vohida, 노조위원장,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

· 관심 사항: 근무환경, 조직문화, 인권
이해관계자 소통

· 문정식, 사업국 간사, 글로벌비전

· 관심 사항: 지역사회 상생, 사회공헌
친환경경영 추진

· Tytti Kaasinen, Head of Stewardship & 
Risk Engagement, GES
· Ewelina Łukasik-Morawska, 
Engagement Manager, GES

· 관심 사항: 비재무 성과, ESG 리스크 관리

사업고도화

p.30 참고

Q. 귀사에 대한 소개와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관계에

Q. 포
 스코대우와 같은 무역 및 해외투자 기업과의 거래 시

SMBC(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는 일본 도쿄에 본사

일반적으로 은행은 무역 및 해외투자 기업을 평가할 때 해당 기업의 채

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와는 오랜 기간 동안 무역금융 한도 제공,

석과 더불어 업계의 동향, 경영 관리 능력 등 비재무적 측면을 종합적으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를 둔 은행으로서 전 세계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
Foreign Exchange(F/X) 거래 등 다수의 거래와 신용공여를 통해 상호간
깊은 이해와 신뢰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Q. 자본 소유자의 관점에서 포스코대우의 사업 영역 중
가장 주목되는 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포스코대우의 사업 영역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무역 및 자원개발 분야
를 제외하면 포스코대우가 추진하는 신사업 영역 중 가장 주목되는 사업
분야는 생산에서 가공, 소비까지의 Value Chain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식량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량 생산 및 가공 등 전방 사업의 경

우 환경과 인권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실사 및 전략적 관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고려하는 지표는 무엇입니까?

무 상환 능력과 사업 성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흐름 분석 등 재무 분

로 검토합니다. SMBC그룹은 향후 기업 경영을 좌우하는 키워드로 주

목 받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ace) 성과 관리와 UN
SDGs에의 기여가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서 요구되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객사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재무적인 측

면뿐만 아니라 사업의 공공성,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영향,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비재무적 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

적 경제가치 창출 활동은 물론, 비재무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We Make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Global CSR Activities

윤리경영 강화

Q. 포스코대우는 대한민국 상사업종 최초로 SQA팀을

운영해 제조사의 품질 향상 및 리스크 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실질적인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측면의 활동들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포스코대우의 SQA팀에서 정기적으로 당사를 방문해 품질 및 공

정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품 품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
습니다. 제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문
인력 지원과 관련 교육을 통해 발전적 성장을 함께 이루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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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6~47 참고

Q. 포
 스코대우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작년 한 해 분기마다 Management Meeting을 통해 ‘자동차 부품의 원
가 경쟁력 확보 방안’, ‘외환 리스크 보전 방안’ 등 사업 운영 상의 애로 사

항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실무 조직 단위의 소통채널을 새롭게
구성하여 보다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파트너사로부터 더
욱 신뢰 받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인재 양성

p.52 참고

Q. Global Mobility Program에 지원하게 된

Q. G
 lobal Mobility Program을 통해 개인의 경력 개발에

2017년 12월부터 6개월간 Global Mobility Program(GMP)을 통해 한

실제 GMP를 통해 본사 Public Procurement와 Machinery 부서에서

장하고자 하는 회사의 전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개인

며, 지정된 멘토를 포함한 다양한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

동기는 무엇입니까?

국 본사에서 순환근무를 하였습니다. GMP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성
적으로 GMP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페루에서의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

해 본사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본사의 사업 방향성을 이해
하고 주요 부서 담당자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근무하면서 사업 운영 방식과 행정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

습니다. 또한, 본사와 해외 지사가 ‘One Company’라는 일체감, 소속감
을 바탕으로 향후 나아갈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었습니다.

구성원 존중

p.92-93 참고

Q. 2017년 한 해 동안 지속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동조합에서 중요하게 추진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노동조합을 회사와 직원간의 대표적인 소통

위한 복지시설로 출퇴근 버스 대기소 및 공장 내 쉼터 조성, 직원 화장실

채널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

리모델링 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갖고 회사에

며,  직원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회사 측에 의견과 요청사항을

와 직원이 상호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

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하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갑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직원들을

다닐 수 있도록 본사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부탁 드리며, 회사
력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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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소통

Q. 귀 기관에 대한 소개와 포스코대우와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비전은 외교통상부 허가(제580호)를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로 빈
곤과 사회적 차별로 소외된 지구촌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스스로 가능

성을 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도입
국청소년 증가에 따른 국적 취득 및 한국 사회 적응의 필요성이 대두됨
에 따라 포스코대우와 2015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중도입국청소년 지
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포스코대우와 함께 진행한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며,

이러한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문화가정 자녀와 달리 주로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

국합니다. 따라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기본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기관과 포스코대우는 이러한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교육과 국적취득시험 교육을 매월 20명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준비 없이 가족이 해체되어 한국에

p.65 참고

입국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을 치유하기 위해 매월 미술치료
와 문화 탐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약 30여 명의 학생들

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인천 지역 내 중도입국청소년이 한국 사회 부적응으로 겪을 수 있는 문

제들을 예방해 주며, 지역사회 인적 자원으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Q. 포
 스코대우가 사회공헌 사업을 개발하고 진행할 때,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공헌의 방향성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역사회와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공감하고 사회공헌 사업에 반영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및 NPO(Non-Profit Organization)와의 상호 협력 과정
을 가지면서, 중장기적 관점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 필요합니다.

친환경경영 추진

p.21, 85-86 참고

Q. 귀사에 대한 소개와 포스코대우와의 관계에 대해

수립하고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에서 요구하는

GES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책임투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 자문 기업입니

정책이 포스코대우의 공급망 전체를 포함하여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전 세계 약 1조 5천억 유로 규모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상

의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리스크를 분석,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ESG 리스크에 대
한 인식 수준 향상과 책임 있는 경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포스코대우와도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에
대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Q. 포스코대우는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식량자원 개발,

특히 인도네시아 팜 농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경영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PT.BIA법인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도네시아 PT.BIA법인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환경 관련 이슈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포스코대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정책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
야 합니다.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의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 정책은 정기
적으로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
 속가능경영 전문가로서 포스코대우가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공개는 투자자, 고객, 지역사회 등 이해관

계자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가 기

업의 리더십과 사회 책임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측

면에서 포스코대우도 ESG 정보를 확대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대 이
슈로 선정된 영역의 성과 데이터를 계속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대우가 이해관계자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
장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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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소통

지역사회 소통

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를 통

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장 주변 시트웨

포스코대우는 임직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
해 정기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오프라인 모임을 마련하여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내 웹진(Dwitter)을 이용하여
회사의 주요 성과와 이벤트를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임직원 만족

도 조사(P-GWP; POSCO Great Work Place)를 실시하여 회사 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해외 사업장 주변 지역주민과 활발한 소통을 위해 커뮤니
(Sittwe), 짝퓨(Kyauk Phyu), 람리(Ramree), 마나웅(Manaung) 마을
주민 대표를 선정하여 사업 운영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논의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고충처리 채널을 구축하
여 지역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

습니다. 인도네시아 PT.BIA법인 또한 정기적으로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
과 공청회를 개최해 지역사회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역사

회 분쟁해결 프로세스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충

처리제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충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발간

본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미얀마
환경사회보고서

미얀마
사회공헌보고서

구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미얀마 환경사회보고서

미얀마 사회공헌보고서

인도네시아 안전보고서

인도네시아 환경보고서

인도네시아
안전보고서

인도네시아
환경보고서

주요 내용
포스코대우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경제‧사회‧환경 책임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사의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해 함께 소
.
통하고자 합니다.

미얀마 가스전 추가 개발 사업 관련하여 수행될 활동이 주변 자연 및 사회 환경에 줄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의 내용과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미얀마 사회공헌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담은 사회공헌 백서를 발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CSR 활동을 
공유하였습니다.




PT.BIA법인은
안전관리 위원회(P2K3)를 구성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시설물, 장비, 차량 등에 대한 정기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인


PT.BIA법인이
발간하는 환경관리(RKL) / 환경모니터링(RPL) 보고서로, 팜 농장의 수질관리, 대기관리, 토양침식관리, 생물 다양

성
 관리, 지역사회공헌 등 다양한 환경관리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64 Posco Daewoo Corpor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7

사회공헌

포스코대우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솔선수범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Moving Forward Together’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모든 사회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
동을 펼치고 있으며, UN이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추진 체계
비전 및 

Moving Forward Together

방향성

미래인재 육성

‧인재를 최우선시하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아동 청소년 교육에 

UN SDGs

보건의료 지원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앞장

형평성을 개선하고 의료 사각지대의 의료

친한사이
봉사단

HAHA1)
어린이
봉사단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권을 보호하고 체계
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 소외계층의 삶의 질

안전망을 강화

사회공헌 봉사단
포스코대우
서포터즈

취약계층 보호

향상 도모

포스코대우 서포터즈 참여 직원 수(본사)
2016

82

· 결성년도: 2011년
· 구성원: 임직원

· 활동내용: 
임직원 재능기부 봉사단으로 저소득가정 아동 
대상 영어교육 봉사활동 수행
· 결성년도: 2011년

임직원 1인당 봉사시간(본사)

· 구성원: 임직원의 부인 및 모친(빙모)

· 활동내용: 
입양대기 아동을 위한 ‘Be The Parents(입양대기
아동 일일부모 되어주기)’ 봉사활동 수행
· 결성년도: 2012년

· 구성원: 임직원 자녀

해외 봉사활동 실적

· 활동내용: 
중증장애인 시설봉사, 구세군 모금봉사 등 지역사
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노력 봉사활동 수행

1) HAHA: ‘Helping Around, Happy All’ 의 약자

사회공헌 기금

포스코대우는 여러가지 재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내외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을 출연하고, 기부금의 50%를 회사의 지정기탁 사회공헌사업에 운영하
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직원1%나눔기부금과 회사의 100% 매칭그랜트

를 포스코1%나눔재단에 출연하고, 전체 기부금의 50%를 자체사회공헌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에서 자체 출연한 기부금을
통해 봉사단 프로그램과 임직원 참여 전사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

2016

10

시간

7 19
2016

11.5

252

명

2017

개국

총 사회공헌 비용(본사)

2017

18

시간

개 글로벌 네트워크

2017

억원

9.1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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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육성

교육 소외지역 청소년 교육 지원

포스코대우는 인재 최우선의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세대 인재를 육성하

야싸비(Ahmad-Yassaviy)지역 시온고(Siongo) 어린이 교육센터에서

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아동과 청소

년들이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 받고, 학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UN SDGs 4번 목표 ‘포용적이고 공정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
한 학습 기회 증진’의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아동 방과후 교육 ‘Fun Fun 영어교실’ 운영

포스코대우는 2011년부터 ‘Fun Fun 영어교실’을 운영해 인천지역 저소

2014년부터 포스코대우는 우즈베키스탄 내 교육 소외지역인 아흐마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교육 인프라와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

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다양한 인종 구성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

어, 한국어 등 언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제4회 3
개 언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해
그 동안 공부해 온 언어를 활용한 창작 활동으로 창의력과 표현력을 향
상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득가정 아동들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실 운영
을 위한 원어민 교사 지원, 영어교재 및 기자재 기부뿐만 아니라, 임직원
재능기부 봉사단인 포스코대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English Market

체험, 영어로 배우는 요리교실, 영어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

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방과후교실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물
론,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Fun Fun 영어교실
'English Market'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청소년 교육 지원

포스코대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프로그램 ‘모자익(MOSAIC)’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구 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비다문화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

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도서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청소년
미술 심리치료 작품

한편, 청소년기에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문화청소년과는
달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어 능력도 부족해 교육, 취업
등의 기회가 적고, 복지 혜택 제공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에
게 한국어능력시험, 국적취득시험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을 위한 미술·음악 심리치료 및 문화 탐방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

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Papua
청년 해외 봉사단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예체능 교육 지원

포스코대우가 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파푸아(Papua)는 인
구 구성의 특성 상 다양한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사회 화합이
중요합니다. 이에 2017년 포스코대우는 한국에서 청년봉사단을 파견하

여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단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수업을 통해 함께 사
는 삶을 교육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체능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기자

재를 기부하고, 우기 시 교실 침수를 대비할 수 있는 화단을 조성하는 등
현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3개
언어 글짓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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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지원

기초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포스코대우는 의료 취약지역과 계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건소(CV Abicha Medika) 의료진과 협력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

제고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필수적인 보건 서비스와 보편적인 의료보장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습

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진사업 ‘Eye Camp’

포스코대우는 우즈베키스탄이 고온 건조한 사막성 기후로, 자외선이 매
우 강해 상대적으로 안질환 환자가 많아 안과진료가 필요하다는 지역사

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면방법인이 위치한 페르가나(Fergana)지역과 부

하라(Bukhara)지역에서 2014년부터 안질환 의료캠프(Eye Camp)를 실

시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성, 국제실명구호기구, 현지 NGO 및
현지 병원과 협력하여 안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안과 진료

를 실시하고, 백내장, 후발성 백내장, 익상편 등 안과 수술이 필요한 환자
들에게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시력교정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포스코대우와 인도네시아 PT.BIA법인은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현지 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국 의료진은 현지
보건소 의료진과 함께 지역주민 기초건강검진과 문진을 실시하여 향후

의료지원이 필요한 전염성/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 환경을 개
선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현지 의료진을 통해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주

민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자재 및 의약품을 지원하는 한

편, 현지 의료진에게 환자 진료 및 치료 방법에 대한 의료 교육을 병행하

였습니다. 또한, PT.BIA법인은 매월 임산부 및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
로 기본 예방접종 및 영양제 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HIV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17년 HIV 전문 NGO와 MOU를 체
결하고, 팜 농장 모든 지역주민의 HIV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HIV 예방 교육을 받고 있으며, 환자는 상태에 따라
의약품 지원, 격리치료 등의 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경과 돋보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안내, 접수, 통역 등 직

접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면방법인 직원들과 본사 자원봉사자들은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 소외지역 안질환 환자들의 실명 예방 및 안보건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안면기형 어린이를 위한 의료봉사 ‘Smile For Children’

안면기형은 얼굴에 생긴 선천적 또는 후천적 기형 및 외형의 이상을 칭

하는 말로 한국에서는 의학기술 발달로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 질병입

우즈베키스탄 
Eye Camp

니다. 하지만 저개발국가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
해 소외 당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Smile For Children’은 안면기형

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
얀마 보건국, 현지 병원,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의

료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포스코대우는 2015년부터 미얀마 소외지

역 안면기형 어린이들에게 무료 수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구개열, 구순열 등 안면기형으로 고통받고 있던 34명의 아이들에게 웃
음을 선물하였습니다. 더불어 수술받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

미얀마 
Smile For Children

를 관리받을 수 있도록 현지 병원에 의료용품과 의약품을 기증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Smile For Children'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미얀마 의료

진이 독자적으로 수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의 선진 의료지식과
수술 기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Papua
건강검진

We Make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Global CSR Activities

취약계층 보호
포스코대우는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추
진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소외받고 있는

이웃에게 지속적으로 나눔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임직원들은 지속적인 나눔교육을 통해 소외된 이웃의 어

려운 실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노력 봉사로 전개되
는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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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이웃을 위한 스페셜 자선냄비 캠페인

포스코대우는 매년 연말 주변의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스페셜 자선냄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자선냄비
캠페인이란, 포스코대우 임직원들이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를 더해 후원하고, HAHA 어린이 봉사

단이 1일 구세군 모금봉사활동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하는 포스코대우의

동절기 기부봉사활동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HAHA 어린이 봉사단은 인
천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해 방한용품, 전통과자 등으로 구성된 선물상자
를 제작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명절맞이 선물상자 만들기

고유 명절인 설과 한가위에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2013
년부터 지속적으로 명절맞이 선물상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도 인천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한과, 계절과일, 생활용품 등 다

양한 명절용품으로 구성된 선물 상자를 직접 제작하여 전달했습니다.
포스코대우 임직원들은 선물상자 제작과 함께 정성스럽게 작성한 나

눔엽서를 동봉하여 주변 소외계층에 대한 정과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 상자 
만들기

입양대기 영유아를 위한 아기 손수건 만들기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입양에 대한 지역사회와

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입양을 기다리는 영유아를 위한
아기손수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한달 간 정성을 다해 만든
아기 손수건은 분유, 기저귀, 여름 내복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는 임직원의 나눔엽서와 함께 선물상자로 제작되
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영유아 위탁가정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아기 손수건 
만들기

소아암 환아를 위한 애착인형 만들기

포스코대우 임직원들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단체 헌혈 캠페인에 참

여하여 인천지역 혈액수급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를 위해 헌혈증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7년에는
투병으로 힘들어하는 소아암 환아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애착

인형 만들기 캠페인을 새롭게 실시하였습니다. 소아암 환아들이 어려운
치료를 꿋꿋이 이겨내고 밝은 웃음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애착인

애착인형 
만들기

형 400여 개를 직접 만드는 한편, 병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미술놀이세트, 방한용품, 생활필수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상자를 제작하여 인천에 있는 소아암 병동에 기부하였습니다.

스페셜 자선냄비
모금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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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co-friendly
Management
친환경경영 추진

Trend

기후변화,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등 전 지구적 환경 이슈는 글로벌 기

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 요인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는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천 지침을 제정하여 사업 운영 과
정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장 주
변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
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등 전
략적인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isks

·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 제조기반 사업장 증가로 환경규제 대응 이슈 및 환경영향 증대

Opportunities

· 국내외 법규 준수를 통한 기업 명성 제고
·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사업 기회 확대
· 환경성과 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

· 사업장의 환경이슈 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기후변화,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등

전 지구적 환경 이슈는 글로벌 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 요인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는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천 지침을 제정하여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실천하고 있으며,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장 주변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등

전략적인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ur Approach

포스코대우는 사업장의 환경영향 저감, 친환경 리스크, 기후변화 부

분의 기회 창출 방향성에 따라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상의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물 입주 및 해외 사

업장의 환경체계 수립 등 전사의 환경경영 정립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환경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신재생에너

지 사업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환경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리스크 관리와 친환경 관리경영을 통한 사회기여

사업장의 환경영향 저감

· 친환경 사업장 운영
·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
·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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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POSCO DAEWOO's Topic
Topic

6
20

14

17

GRI Aspect

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

비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

· 법규 위반 시 금전적 손실
· 사안의 중대성이 높을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 운영에 영향

·비윤리적 경영 활동 추진 시
기업 명성 및 브랜드 가치 
하락

6

국제〮국가의
법규 준수

· 환경법규 준수


14

기후변화 대응

· 경제 성과,
에너지, 배출

17

물, 종이 사용, 출장 등
업무 시 환경 영향 고려

· 용수, 폐수 
및 폐기물

20

생물다양성 및
자연보존

· 신사업 기회의 확대
·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로 인한 
비용 저감

· 환경이슈에 대한 이해관계
자들 요청에 대응
· 환경영향 최소화

· 환경 영향 고려를 통한 
금전적 이득

· 생물다양성


· 환경영향 최소화

· 환경 리스크 관리 실패 시 
·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을 
각종 제재(영업정지, 과징금) 및 통한 생태계 보존
보이콧 등 금전적 손실 유발
* Topic의 번호는 중대성 평가 결과 순위를 말함

Our Commitments
추진영역

2017년 계획

2017년 주요 성과

· ISO 14001 운영

· TMC사업부(천안, 포항) 
ISO 14001(2015) 전환 
인증 획득

사업장
환경영향
저감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체계 구축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
체계 구축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거래건수: 634건

평가 2018년 계획







중장기 목표

· STS사업부 ISO 14001(2015)
전환 인증 획득
 · ISO 14001 지속 운영

· 환경경영 체계 강화

 ·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선제적 대응




추가 발굴


평가 기준 :



목표 달성

목표 일부 달성

미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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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환경영향 저감

기후변화와 각종 환경문제들은 전 지구적 이슈이자,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포스코대우는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환경영향 저감, 친환경 리스크관리 및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기회 창출을 중

심으로 환경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실천 지침을 수립하여 친환경경영을 통한 사회 기여를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실천 지침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수행한다.

❶ 환경경영체계 구축

-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❷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

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친환경 공정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❸ 기후변화 대응

-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❹ 환경과 생태계 보호

-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친환경 사업장 운영: 포스코타워-송도

포스코대우 송도 사옥은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Silver 등
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에너지 절감, 실내환경

개선(친환경 마감재 사용), 친환경 외부환경 조성(온실가스 저감

을 위한 친환경 냉매 사용 공조기 도입), 친환경자재 사용(재활
용 성분 포함 자재, 지역생산 자재 사용)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생활폐기물 저감, 절수기 및 중수 사용으로 인한 물 사용량

감축 등 사업 운영상 환경영향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또한 공조기 효율 개선 활동, LED 도입,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에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환경 성능을 개선한 건물

2017년 성과

1) 포스코타워 송도 오피스, 호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를 통한 
배출량 전년대비 63% 절감

2) 하절기(5, 6, 9, 10월) Free Cooling 냉방 설비 가동을 통한 
입주사층 냉방공급으로 에너지 절감(연간 5,000만 원 절감)

사업장 환경경영 추진

STS사업부와 TMC사업부는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국제표준규격
인 ISO1 4001에 맞춘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SO 14001:2015 인증 전환 심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보완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TMC(천안, 포항) 사업장에서 신규 버전(2015)으로 전환 인증을 완료
하였으며, STS(안산) 사업장은 전환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자체 내부심사와 전문기관 사후심사를 통해 환경개선사항을 
발굴ᆞ조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환경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 즉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타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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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온실가스 관리

폐기물 및 오염물질 관리

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회사는 에너지 사용

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배출 기준을 법정 관

포스코대우는 포스코P&S 합병으로 인한 사업장 증가로 전년도 대비 에
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 보고 통합을 위한 체계와 프로세스를 정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구분

2016

Scope1

온실가스 배출량

Scope2

(단위: TJ, tCO2)

92

2017

0

18,735

3,627

69,536

3,627

합계

1,396

50,808

포스코대우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및 오염물질 배출 저
리 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목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대기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법 기준보다
낮은 기준을 회사기준으로 설정하고, 환경취약개소 발견 즉시 개선하
는 상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STS사업부는 법적기준을 상회하는 측정 기준으로 전문업체와 함께 적

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체측정도 일/월/분기/반기 단위
로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TMC사업부의 경우, 법률로 지정하는
자가측정 대상은 아니나 환경이 취약한 곳 발견을 위해 대기환경시설에

점검구를 만들어 연 1회 측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판가공사업부의

경우, 월 2회씩 대기오염 자가측정을 통해 법정 대기배출량 기준치를 준
수하고 있으며,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 주 3회씩 필터 청소 및 교체작업으

용수 및 수자원관리

포스코대우는 본사 및 사업장에서 총 23백만 톤의 용수를 사용하였습니

로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 이는 포스코P&S 합병으로 전년대비 상당 수준 증가한 수치입니다.
회사는 수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수는

법정관리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수사용량을 줄

이기 위해 매월 사업장별/주요시설별 용수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
며, 사용량이 증가한 시설은 그 원인을 파악, 개선할 예정입니다.

용수

오폐수

구분

사용량
배출량

(단위: 톤)

2016

48,059

0

2017

23,489,727
18,662,948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구분

발생량

재활용량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Dust)

2016

(단위: 톤)

206
206
0

35
2

2017

101,924
171
0

3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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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장 환경관리

인도네시아 PT.BIA법인 환경 거버넌스 구축

면방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해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위해 2016년 CEO 직속 조직으로 환경사회위원회(E&S; Environmental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 인도네시아 팜 사업, 우즈베키스탄
사업장에서도 환경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환경영향평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은 사업의 탐사, 개발, 운영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

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영향을 최소
화하는 완화 조치를 이행하는 등 사전 예방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획(EMP;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을 수립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얀마 가스전으로 인한

환경영향 이해관계에 대해 미얀마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들과 회의를

PT.BIA법인은 환경사회 부분의 주요 의사결정 및 적극적인 활동 추진을

& Social Committee)를 설립하였습니다. E&S 위원회에서는 환경사회
관리 고도화 방안 마련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사회 리스크 감소 방

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PT.BIA법인은 정기적인 위원회 활
동을 통해 환경사회 이슈 관리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 방안에 대해 끊임
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환경사회선언문과 이에 따른 행동준칙으로 구성

되어 있는 환경사회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행동준칙은 1) 환경보호 2)
인권의 보호와 존중 3) 사회통합으로 상세히 나누어 정의하였습니다. 특

히 환경사회 정책 수립 이후, 전 임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배포하여 현장
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자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임을 항시 인지하
도록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운영위원회

Impact Assessment Process
예측

사업 진행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평가
중요한가?

경감/증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잔여 영향

여전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CEO

무슨 계획이었고, 
어떤 경감이 이루어졌는가?

재무부

농장사업부

환경사회위원회

자카르타
사무소

지속가능
경영부서

이해관계자들이 
이 결정을 도울 수 있는가?
문제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가?

일부 영향/기회의 경우 
과정 반복

환경사회위원회
개최

We Make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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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대응

친환경 제품 트레이딩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

에 따라 친환경제품 개발 및 트레이딩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

포스코대우는 2017년 11월 포스코P&S 합병 이후 ‘온실가스 배출권의
체로 지정되었습니다. 포스코그룹사 배출권거래 실무협의회(4회)에 참

석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이슈 및 거래동향을 보고하고 그룹사의 대
응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및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

래제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모터의 핵심인 모터 코어 개발 및 수

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기자재 트레이딩 확대, 자동차강판 등 포스코
의 월드프리미엄(WP) 제품 판매 등 사업의 친환경제품 매출 확대를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포스코대우는 온실가스 감축
을 위한 아이템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고효율 조

명 개선, 절전형 유틸리티 공급설비 개체(냉각수펌프, 공기압축기), 에너
지 효율 개선을 통한 인버터 적용, 공정용 소재 입고 단계 축소 및 무가
공 연계 코일 출고 Flow 개선, 통제 가능 건물의 전기사용량 통제, 에너
지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등 다양한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아이템들을 개
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사업기회 창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지난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의 기회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지 태양광 발전소 투자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Osgood Solar 등

미국 태양광발전 회사들과 3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수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포스코대우가 공급하는 태양광 모듈은 미국 내 일반 주택과 도

심 빌딩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온실
가스 감축량은 연간 약 19,000톤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개발 추진

포스코대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영 에너지기업인 National Energy
Saving Company와 태양광 발전 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18년부터 2035년까지 총 2GW 규모 태양광 및 태양광 모듈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ᆞ관리 역량을 통해 중
앙아시아를 넘어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으로 발전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태양광 발전소
개발 추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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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SR
Activities
글로벌 CSR 개요

Trend

최근 기업의 초국적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사업 진출 국가에 대한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 인식이 확대되고 관련 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대우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
하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해외 사업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Risks

· 해외 사업장의 환경, 윤리 리스크 증대

· 해외 사업장 운영에 관한 환경, 인권 관련 정보 공개 요구 확대

Opportunities

· 신흥국 중심 인프라, 자원개발 프로젝트 수요 확대

· 지역사회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통한 기업 명성 제고
· 국제 법규 준수를 통한 기업 신뢰도 제고

Our Approach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나아가는

포스코대우는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

기업 존속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파악하고 적극

포스코대우에게 해외사업장 관리는

우리는 사업 진출 국가에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포스코대우의 임직원을 비롯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별 지속가능경영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점 영역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
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e Make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Global CS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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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POSCO DAEWOO's Topic
Topic

2

12

20

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

비재무적 성과와의 연관성

직원 권리 및
인권보호

· 인권 평가

· 권리 및 인권 보호를 통한 
고용 유지

·인권 보호를 통한 인간 존엄
성 실현

6

국제〮국가의
법규 준수

7

· 비윤리적 경영 활동 추진 시 
· 환경법규 준수, 사회경 · 법규 위반 시 과징금 등 납부
기업 명성 및 브랜드 가치 하락
·사
 안의 중대성이 높을 경우 
제적 법규 준수 
지역사회
영업정지 등 사업 운영에 영향

9

2

3
13

GRI Aspect

9

7

·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기회 균등

· 전문성 향상을 통해 업무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 향상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추진

· 간접 경제 효과, 
지역사회

· 지역사회 평판 향상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

적극적
이해관계자 소통

· 이해관계자 참여, 
원주민 권리

· 지역사회 발전을 통한 지속 
성장 생태계 구축
· 기업 명성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경영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  ·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 구축
제공으로 기업가치 향상

글로벌 인재육성

3

6

12
13
20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 노사관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생물다양성 및
자연보존

· 생물다양성


· 환경 리스크 관리 실패 시 각종  ·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을 통한 
제재(영업정지, 과징금) 및 
생태계 보존
보이콧 등 금전적 손실 유발

직원
안전 및

건강관리

· 산업안전보건

· 협력적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통한 기업 신뢰도 제고

· 안전사고로 인한 영업 활동 
·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중단 및 인적, 물적 자원의 손실 조성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

* Topic의 번호는 중대성 평가 결과 순위를 말함

Our Commitments
구분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2017년 계획

2017년 주요 성과

· 영업이익 목표 달성
·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 안정적 추진
· 무재해 사업장 유지
· 사회공헌 활동 지속




· 영업이익 목표 초과 달성
·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 
기본 설계(FEED) 완료
· 무재해 사업장 유지
· 사회공헌 활동 강화
·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4건 접수/조치 완료)


· PT.BIA법인 환경보고서
발간
· RSPO 2) 멤버십 신청
· 사회공헌 활동 지속

· PT.BIA법인 환경보고서 
발간 완료
· RSPO 멤버십 신청서 제출을 
위한 체계 확립 및 활동 수행
· 의료사회공헌 활동 강화

· 영업이익, 
생산량 목표 달성
· PMI 4) 성공적 수행
· 인권실사 실시
· 사회공헌 활동 지속

· 영업이익, 생산량 목표 달성
· 인당 생산량 전년대비 5.1%
증가
· PMI 계획 100% 달성
· 인권실사 완료
· 안보건 증진 활동 누적
수혜 인원: 8,614명

평가 2018년 계획

















중장기 목표

 · 영업이익 목표 달성

· 무재해 사업장 유지
· 프로젝트 지역
(라카인(Rakhine) 주) 
최우선 사회공헌 활동 추진
· 지역주민 공청회 실시(10회)

· 안정적 설비 운영을 통한 판매 극대화로
수익 지속 창출
· 2022년까지 2단계 개발 완료
(EPCIC 공사 및 시추 완결)
· QSS+1) 활동 통한 안전 사업장 조성
·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취득
· 사회공헌 6대 영역별 활동 지속
· 지역주민 권리 보호 및 상호 존중을 통
한 신뢰 구축

 · ISPO 3) 인증 획득

· 지속가능한 팜오일 Value Chain 구축
· 환경사회 정책 및 관리 고도화
· 지역사회 요구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 확대

 · 영업이익, 생산량 목표 달성

· 신규 투자를 통한 사업영역 확장
· 기존 공장 현대화(재투자)를 통한 
생산량 증대
· 비섬유 유망 사업 지원
· 그룹사 투자 연계 사업 참여
· 구성원 존중 문화 정책
· 지역 사회공헌 활동 강화

·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추진
·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 실시
· 안보건 증진사업 고도화
· 장학금 지원 사업 확대 실시
(기존 페르가나(Fergana) → 
부하라(Bukhara) 포함)

1) QSS+(Quick Six Sigma Plus): 품질(Quality), 설비(Stability), 안전(Safety)의 줄임말로 POSCO 고유의 안전 기반 현장 강건화 활동
2)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한 팜오일 사업 국제 인증, 발급 주체는 말레이시아 민간이며 선택사항임
3) ISPO(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한 팜오일 사업 인도네시아 인증, 발급 주체는 인도네시아 정부이며 의무사항임
4) PMI(Post Merger Integration): 기업 인수 합병 후 통합 관리

평가 기준 :

목표 달성

목표 일부 달성

미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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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포스코대우는 2000년부터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시작하여 탐사, 개발 과정을 마치고 2013년 6월 첫 가스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

는 국내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유전, 가스전 중 최대 규모인 쉐(Shwe), 쉐퓨(Shwe Phyu), 미야(Mya) 3개 가스전을 기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자원개발 종합사업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스코대우는 석유가스 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
우를 바탕으로 더 큰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사업 개요
참여년도

2000년

면적

5,560km2

지분

시설규모

컨소시엄
참여회사



비전

51%(운영권자)
6.4억 입방피트/일

• 포스코대우(운영권자): 51%
• 미얀마국영석유공사: 15%
• 인도국영석유공사: 17%
• 인도국영가스회사: 8.5%
• 한국가스공사: 8.5%

안정적인 생산/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업장 구축

무재해 사업장 운영

‧견고한 HSE(Health, Safety and
Environment) 관리/감독체계 운영
‧리스크 요인 사전 발굴/제거

가스전 연혁
날짜

미얀마 가스전 목표 생산량 달성 지속

2013년 7월

가스판매 개시

2009년 10월
2008년 12월
2007년 2월
2006년 1월
2005년 3월
2004년 2월
2004년 1월

2001년 12월
2000년 8월

‧CSR 프로그램 지속 시행

‧유지/보수 역량 강화

‧현지 고용 창출 및 기술인력 육성

일산 5억 입방 피트 생산 달성
Shwe 프로젝트 개발 착수

수출용 가스판매계약 체결(중국 CNUOC)
AD-7광구 PSC 체결

A-3 Mya 가스전 발견

A-1광구 Shwe Phyu 가스전 추가 발견
A-3광구 PSC 체결

A-1광구 Shwe 가스전 발견

파트너사(OVL, GAIL, KOGAS) 지분양도 및 공동운영계약 체결
A-1광구에 대한 PSC 1) 체결

1) PSC(Production Sharing Contract): 생산물 분배계약

지역사회와 상생

‧예방정비 체계 고도화

내용

2015년 이후

2014년 12월

설비 가동률 최적화

가스생산 과정

Shwe, Shwe Phyu, Mya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해상 플랫폼에서
105km 길이의 해상 가스관을 통해 짝퓨(Kyauk Phyu) 남서쪽 람리
(Ramree)섬에 도달합니다. 이후 약 5km 길이의 육상 가스관을 거쳐

육상가스터미널(OGT; Onshore Gas Terminal)에 도착하면, 가스량

계측, 성분 검사를 마친 뒤 미얀마 내 793km 길이의 육상 가스관을 통
해 미얀마와 중국에 공급됩니다.
A-1 광구

Shwe Phyu
Shwe
Mya

Sittwe
70km
105km
A-3 광구
Ramree

Kyauk Phyu

Shwe
천연가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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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고도화
Overall Field Development
3단계

미얀마

1단계

저압가스 압축 플랫폼

Shwe 플랫폼

Sittwe

2단계

14"NB
x

12
.5k
m

Shwe Phyu 해저 생산시설
2단계

Shwe 해저 생산시설
Gas Pipeline(1단계)

Ex
po
rt P
ipe
line

32"
NB
x

Kyauk Phyu

110
km

1단계

Well Control Umbilical(1단계)

육상가스터미널

Mya 해저 생산시설

Gas Pipeline(2단계)

Well Control Umbilical(2단계)

1단계 개발(2015. 12 완료)

2단계 개발

3단계 개발

- 생산정 시추/완결:
Shwe 8공 + Mya 4공

- 생산정 시추/완결:
Shwe Phyu 4공 + Shwe 4공



- EPCIC 공사: 
Shwe 플랫폼, 해저 생산시설, 
파이프라인 및 육상가스터미널

- EPCIC 공사: 
해저 생산시설, 파이프라인

2단계 개발사업 수행

포스코대우는 기존 개발계획에 의거하여 A-1 광구 내 Shwe, Shwe Phyu

가스전의 가스 매장량을 전량 회수하기 위한 2단계 개발 사업을 수행 중
입니다. 2017년 2단계 개발 FEED 완료 후 미얀마 정부와 파트너사로부

터 2단계 개발 계획(FDP; Field Development Plan) 승인을 받아 2018

년 7월부터 EPCIC 공사를 개시할 예정이며, 생산정 시추/완결 및 해상
설치작업을 적기 완료하여 2021년과 2022년 각각 2분기 가스생산을 시
작할 예정입니다.

사업 성과 및 전략 방향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통해 글로벌

E&P 전문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 FEED를 완료하였으며, 무재해 사업장 유지를 통하

여 영업이익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가스 생산 현황을 면밀히 관

리/분석하여 생산성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 안전 관리 및 비상대응 체계
정비 및 QSS+ 활동 등을 통해 설비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설비 운영 및 성공적인 2단계 개발 수행을 통하여 수익을 지속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 EPCIC 공사: 
저압 가스 압축 플랫폼

사업 성과 및 전략 방향
2017년 사업 성과

중장기 방향성

· 영업이익 목표 초과 달성
·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
FEED 완료

· 안정적 설비 운영을 통한 판매
극대화로 수익 지속 창출
· 2022년까지 2단계 개발 완료
(EPCIC 공사 및 시추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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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존중
안전보건 관리

포스코대우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장 안전체계
“ 무재해 안전사업장 유지를 위한 환경 안전 관리 강화 ”
HSE 통합관리시스템

‧자체/외부 감사 수행
‧개선 조치 시행

‧보건 교육 강화

무재해
안전 사업장 유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미얀마 정부 환경 인증 취득

‧사업장 보건 점검 및 개선
▶

▶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

안전(Safety)

‧사고 방지 캠페인 공모 및 시상
‧협력사 안전이력관리제 도입

▶

* HSE: Health, Safety, Environment

비상상황 및 위기관리 계획

포스코대우는 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상황 및 위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조직 체계

미얀마 가스전 사업장 재해율(LTIF)*
2016

와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관련 책임자의 권한과 역할을 명

0

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 및 현장에서는 사전에 규정된 절차에 따

라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 부
서와 현장간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 더불어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핵심 설비인 Shwe 플랫폼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을 별도로 수립함으로써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상 안전사고를

2017

0

*LTIF(Lost Time Injury Frequency): (근로손실사고 건수/연 근로시간) x 100만 시간

철저히 예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한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법규 준수 및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탐
사, 개발, 운영 전 과정에 걸쳐 EIA 1) 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완화 조치를 이행하는 등 사전 예방
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EMP 2) 를 수립하여 환경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ISO 14001 인증 취득을 추진하는 등
제3자 감사를 통해 환경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

· 국내환경 법규 및
국제 규정 파악
· 환경 목표 및 계획
수립

시행 및 운영

￬

환경관리

￬

친환경경영 추진

· 환경영향평가 수행
· 환경관리계획 수립
· 현장 교육 및 훈련

점검 및 시정

· 내부 감사 및 
준수 평가
· 경영 검토
· 시정 및 예방 조치

1)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2)EMP(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환경관리계획

We Make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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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는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잠

지침에 따라 2017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수

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미얀마 환경영향평가 법규 및

한 모든 완화 조치를 수반하여 2단계 개발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재적 영향과 이슈 요인을 확인하고 부정적 환경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구분

잠재적 영향(이슈)

MODU2) 및 지원 선박으로 인한 어업 및
해운활동에 미치는 영향


선박 및 설비 엔진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


시추 단계

시추암편(Drill Cuttings)과 시추이수
(Drilling Fluid) 배출로 인한 
수질 및 해저 토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해양 동물군(어류, 포유류, 거북이)에 대한 
소음 영향



설치 단계

운영단계

어업 및 해운활동에 미치는 영향


어업 및 해운활동에 미치는 영향


배출수로 인한 해양 수질, 플랑크톤, 
어류 영향 

완화 조치

· 미얀마 수산부를 통해 대중매체에 작업 계획 및 출입 제한 공지
· 안전 구역 설정 및 미승인 선박 출입 통제
· 충돌, 항법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국제 규정 준수
· 미얀마어 가능한 선원의 MODU 탑승
· 고충처리 창구 구축 및 운영

· MARPOL3) 요구사항에 따른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SEEMP 4)) 
수립 및 운용 최적화
· MARPOL 요구사항에 따른 IAPP5) 인증 획득
· 저황함유 연료 사용 고려
· 비수성 시추유체 잔류량 규정 준수
· 수심 15m 이상에서 시추암편 배출
· 비수성 시추유체는 수성 시추유체(Aqueous Base Fluid)가 
사용되지 못할 경우에만 사용
· 비수성 시추유체 대량 배출 금지

· 작업 전 선박 반경 1km(관측 구역) 내 해양 동물군에 대한 육안 검사 
실시 및 해양 동물군의 이동시간 확보
· 해양 동물군 이동 후 30분 경과 시 작업 진행
· 작업 중 해양 동물군 관측 시 관리자 즉시 보고
· 관리자는 모니터링 기록을 MONREC6)에 보고

· 미얀마 수산부를 통해 대중매체에 작업 계획 및 출입 제한 공지
· 안전 구역 설정 및 미승인 선박 출입 통제
· 플랫폼/선박 조명 및 부표를 통한 식별성 강화
· 미얀마어 가능한 인원 작업 선박 탑승
· 미얀마 수산부를 통해 대중매체에 작업 계획 및 출입 제한 공지
· 안전 구역 설정 및 미승인 선박 출입 통제
· 구역 내 미얀마 선원이 탑승한 지원 선박 운영
· 플랫폼/선박 조명 및 부표를 통한 식별성 강화

· 냉각 방류수의 수온 변화 기준 준수
· 배출수 방류 전 유수 분리 및 수질 파악을 위한 샘플링 상시 수행
· 화학물질 사용 최소화 원칙 준수

1) 잔류 영향: Major(●), Moderate(◑), Minor(◎), Negligible(○)
2) MODU: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

3) 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4) SEEMP: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5) IAPP: International Air Pollution Prevention

6) MONREC: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행 결과, 프로젝트로 인한 중대한 환경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필요

잔류 영향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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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계획(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포스코대우는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

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얀마

업체를 통해 환경관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가장 낮은 수준(ALARP )의 영향

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완화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3자 전문

환경법 및 국제 환경 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환경관리계획

1)

구분

잠재적 영향(이슈)

플랫폼, 지원 선박, 이동 수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

대기 오염

프로젝트 운영 중 발생한 
폐기물 처분 시 영향


폐기물 관리

1)
2)
3)
4)
5)

· 플랫폼 방류 전 유수 분리 및 처리 시스템을 통한 유분 함량 규정(EQEG3)) 준수
· 연 2회 선박 MARPOL4), 부속서 I 및 IV의 요구 사항 준수 감사 수행
· 육상가스터미널 생활하수처리 설비 운영

◎


○

· 플랫폼/육상가스터미널 유해 폐기물 별도 취급, 저장 및 정부 인증 전문 기업
위탁 처리
· 폐기물 관리 훈련 및 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 폐기물 발생 최소화

플랫폼, 지원 선박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영향

기름 유출

잔류 영향2)

· 완전 연소를 위한 엔진 및 장비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 장비, 선박, 항공기 운영 시간 최적화

플랫폼, 지원 선박, 육상가스터미널
배출수로 인한 영향

수질 오염

완화 조치

· 자체 대응 설비 완비(유분산제, 방호벽, 흡착포)
· OSRL5) 사 계약을 통한 유출 대응 역량 강화
· 연 2회 선박 MARPOL 부속서 I 준수 감사 수행

○


○, ◎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잔류 영향: Major(●), Moderate(◑), Minor(◎), Negligible(○)
EQEG: Myanmar National Environmental Quality(Emissions) Guidelines
MARPOL: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OSRL: Oil Spill Response Limited

이해관계자 소통
고충처리제도 운영

포스코대우는 현지 주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시의 적절하게 해결함으로

Shwe Clinic 2개소에 민원접수 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접수된 고충은

젝트 주변 지역 8개 마을에 자원봉사자 각 1명씩을 선정하고, 지역주민

임 관리자가 지정되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써 지역주민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프로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안의 내용 및 중요도에 따라 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 접수 채널
(자원봉사자,
고충접수 박스,
대면, 전화 등)

· 접수된 사안의
심각성 판단
· 조사 방법 결정

· 고충 접수 후 
3일 이내 사안
인지

조사

· 접수인 참여
조사 진행
· 관련 증거 수집
· 해결 방안 확인

대응

후속 대응 및 사안 종결

￬

사안 인지

￬

조사방법 결정

￬

￬

접수 및 등록

￬

고충처리 프로세스

· 해결 방안 
제시
· 해결 방안 
적용

· 결과 보고서 작성
· 고충 접수인 동의 확인
· 필요 시 모니터링 및 
평가 진행
고충 접수 양식(미얀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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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커뮤니케이션

포스코대우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해 미얀마 정부
및 지자체, 지역주민들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시트웨(Sittwe), 짝퓨(Kyauk Phyu), 람

리(Ramree), 마나웅(Manaung) 마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주민의 대

표를 선정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총 4회의 공청회를 통해 프
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로 인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Shwe
장학금 수여식

지역의 정보를 직접 수집하였습니다. 공청회 결과, 미얀마 가스전 사업과
주민들의 연안 어업 활동과의 연관성이 낮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사업(Shwe Scholarship Program)

2014년부터 매년 교육, 기술, 의학 등 다양한 전공의 지역사회 우수학

생을 선발하여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월 장학금(USD 100)을 수여합

니다. 2017년에는 총 5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USD 50,900)을 지원하
였습니다.
Ramree 
지역 공청회

사회공헌 활동 추진

Shwe 프로젝트 사회공헌의 목표는 건강 관리, 교육, 수자원 및 위생, 기
반시설 개발, 사회복지, 환경보전 및 보호 분야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맹그로브 숲 
조성 활동

2006년부터 Shwe 프로젝트로 환경, 사회적 영향을 받은 육상가스터미

널 인근에 위치한 고옹췌(Gonechwein) 마을 및 말라쭤(Malakyun) 마

을 등과 다른 소외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맹그로브 숲 200 acre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숲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여 지역주

의료 및 보건

2,678,242

2,520,676

1,597,367

환경보전

사회복지

재난구호

1,579,924

670,247

2011년부터 지역사회 내 환경 보호 및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파

제 역할을 하는 맹그로브 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Shwe 프로젝트 사회공헌 누적 현황(2006~2017) (단위: USD)
교육

환경보전 사업(Mangrove Conservation Program)

민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41,360

Shwe 프로젝트 사회공헌 누적 현황(비율) (단위: %)

29
3

7

교육

재난구호
사회복지

사회기반시설
2017

의료 및 보건
환경보전

27
17
17

Kyauk Phyu 
환경보호 활동

환경보호 캠페인(Green Kyauk Phyu Campaign)

2016년부터 Kyauk Phyu 지역 내 학교와 협력하여 쓰레기 수거 등의 환
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총 10개 학교의 교사와 학생 평

균 3,300명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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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포스코대우는 2011년 9월 글로벌 식량/바이오 시장에서 식용과 산업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팜 사업에 진출하고자 인도네시아 파푸아

(Papua)주에 34,000ha에 이르는 팜 농장 및 설비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팜 농장에서 수확되는 팜 열매는 착유 가공 설비에서 식용 유지 제
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지 정제 사업 등 팜 사업의 Value Chain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PT.BIA법인 개요
설립년도

2011년

면적

34,195ha

지분

시설 규모

비전

85%(운영권자) / 개인 15%
CPO Mill 1개, 종교시설 9개, 학교 2개 등

To be an integrated sustainable oil palm company contributing to the society

미션

To Value the People Most 
Important

주요 연혁
날짜

내용

2017년 12월

RSPO 멤버십 신청

2017년 1월

ISPO 생산단계 농장평가 실시

2017년 3월
2017년 1월
2017년 1월

2016년 12월
2016년 2월
2015년 5월
2014년 9월

2014년 12월
2012년 9월
2011년 9월

PT.BIA법인 최초 환경사회보고서 발간
PT.BIA법인 환경사회 정책 개발
CPO 생산 개시

1기 CPO Mill 완공

ISPO 개발단계 농장평가 2차
팜 열매 수확 개시

ISPO 개발단계 농장평가 1차
1기 CPO Mill 공장 착공
팜 나무 식재 개시

PT.BIA법인 지분인수 통한 사업 개시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To Advance through 
Cooperation

사업 성과 및 전략 방향
2017년 사업 성과
· CPO 생산 개시
· 인도네시아 환경인증(ISPO1))
생산단계 농장평가 실시
· 국제환경인증(RSPO2)) 멤버십
신청

중장기 방향성

· 1기 CPO Mill 확장
· 2기 CPO Mill 신설
· ISPO 및 RSPO 취득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체계 확립

1)ISPO(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한 팜오일 사업 인도네시아 인증,
발급 주체는 인도네시아 정부이며 의무사항임

2)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한 팜오일 사업 국제 인증,
발급 주체는 말레이시아 민간이며 선택사항임

We Make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Managemen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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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농장 운영 프로세스

팜 농장 사업은 크게 양묘 및 식재, 팜 나무 무육, 팜 열매(FFB; Fresh

Fruit Bunch) 수확, 팜 오일(CPO; Crude Palm Oil) 생산의 4단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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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팜 농장 운영 전 과정은 관련 외부 컨설팅 기관 및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수행되고 있습니다.

양묘/식재

무육

수확

CPO 생산

종자 구입
￬

시비/병해충 방재/콩과 작물 파종
￬

수확로 조성
￬

계량 및 하적
￬

양묘장 조성
￬

추/보식 작업
￬

주도로 운반
￬

묘포장 조성
￬

제초 작업
￬

산지 식재

적화 작업

수확 작업
￬

전처리 및 가열
￬

CPO 공장 운송

CPO 생산 및 보관

착유 및 후처리
￬

친환경경영 추진
PT.BIA법인은 2012년 팜 사업을 개시한 이래로 지역사회 환경적, 사회

2017년에는 총 3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경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으로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적

청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타 기업의 환경사회위원회 벤치마킹을 실

적 가치 보존 및 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PT.BIA법인은 환
극 반영하고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

아 정부가 지정하는 환경사회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에도 사업 운영으로 인한 환경사회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PT.BIA법인은 환경사회 영역의 중요 의사결정 및 적극적인 활동 추진을 위

해 2016년 7월 CEO 직속 조직으로 환경사회위원회(E&S; Environmental
& Social Committee)를 설립하였습니다.
CEO

재무부

농장사업부

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위한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 방지를 위한 추가 시설물(화재 컨트롤 타워 등) 건축 계획을 논의하
여 미연의 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이에 대한 진척 상황을 수시로 검토하였습니다.

PT.BIA법인은 정기적인 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사회 이슈 관리 및 지속

환경사회 관리 거버넌스

농장운영위원회

ISPO 및 RSPO 인증 평가 관련 진행 상황 공유 및 이에 따른 부서별 요

환경사회위원회
자카르타
사무소

지속가능
경영부서

가능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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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관리 정책

환경사회 인증 관리

을 수립하였으며, 환경사회 정책은 환경사회선언문과 이에 따른 행동준

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PT.BIA법인은 관련 리스크를 철

PT.BIA법인은 체계적인 환경사회 관리를 위해서 2017년 환경사회 정책
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임직원은 환경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지켜

야 할 책임 및 의무이자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임을 항상 인지하고 업무

인도네시아 현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
저히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선언문

PT.BIA법인은 팜 오일 사업이 환경·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긍정적 상

호 작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

ISPO 실사

음과 같이 선진적인 환경사회 선언문과 행동준칙을 마련하여 이행
할 것을 다짐한다.

❶ 환경사회관리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팜 오일 사업의
지속가능경영 리더십을 확보한다.

❷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으로 생태계
보호에 앞장선다.

❸ 임직원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❹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환경적 책임 증진
·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

ISPO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개발단계 농장 및 생산단계 농장에 대해 각각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PT.BIA법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Papua
주 농업부로부터 개발단계 농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수취하였으며,

2016년 12월 제1기 CPO Mill이 완공됨에 따라 2017년 1월 생산단계 농

장평가를 지방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부 컨설팅기관의
지도 아래 ISPO 교육을 정식 이수한 PT.BIA법인 직원들이 CPO Mill 생
산 가동에 따라 ISPO 생산단계 농장 평가항목을 수행하였습니다. 2018

년에는 외부 감사기관을 선정하여 외부 감사 수속을 진행한 후 ISPO 위
원회의 승인을 완료하여 인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행동준칙
환경보호

ISPO(Indonesian Sustainable Palm Oil)

인권보호와 존중
· 임직원 인권보호와 
존중
· 지역사회 인권존중

사회통합
· 동반성장
· 지역경제 활성화

PT.BIA법인은 2015년 RSPO 평가항목 중 하나인 고보존가치구역(HCVA;

High Conservation Value Area)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HCVA 평가
를 통해 사업장 내 환경 및 사회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지역으

로 지정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팜 사업 면적에서 제외하여 보
호할 계획입니다. HCVA 이외, RSPO 항목인 LUCA(Land Use Change

Analysis), GHG(Greenhouse Gas) Assessment, SIA(Social Impact

Assessment), Soil Suitability Survey를 단계별로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HCV 관련 기관의 조언을 바탕으로 1차 HCVA 평가 결과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HCVA 외에

LUCA, GHG, SIA, HCVA Delineation 항목 수행을 위해 전문컨설팅 기관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12월 RSPO 멤버십 신청을 완료하였습

니다. 이 외에도, 국제환경사회 컨설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
경영관리 고도화를 위한 조언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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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관리

화재발생 예방 교육 및 대응 훈련

법인이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팜 농장 운영에 있어 가장

을 실시하였습니다. PT.BIA법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P2K3; Panitia

팜 오일 사업에 있어 책임 있는 환경경영 관리는 기업시민으로서 PT.BIA
큰 리스크는 화재입니다. PT.BIA법인은 화재로 인해 지역사회 및 자연
환경에 미치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농장 개발 시 소각 금지를 위한

관리 절차를 개발하였으며 화재예방팀 구성 및 임직원 교육 등 관련 활
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5회 화재발생 예방 교육과 대응 훈련

Pembina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소속 전문가가 상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의 화재발생 대응 절차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화재 예방 교육 주기를 주기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 수준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PT.BIA’S FIRE PREVENTION MANAGEMENT PROCEDURE

화재감시 
전망대

Standard 
of Procedure

Fire Patrol 
Program

Fire Watch
Tower

No Fire Signs
at Sites

Fire Prevention
Education

Firefighting Simulation
/ Training

화재 예방 
교육

소각금지
팻말

구성원 존중
임직원 인권 존중

PT.BIA법인의 임직원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정한 채용기회를 부여하
고, 임직원의 안전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

다. 임직원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관계를 만

를 대상으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들어 가는데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조직 내 소통 강화

PT.BIA법인은 세계인권선언, UN 인권관련 국제규범을 지지하며, 글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별, 계층 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조직의 내실을 다

벌 인권 관련 기준 및 윤리규범에 의거하여 전 사업장의 아동노동, 강

제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PT.BIA법인이 수립한 환경사회선
언문 및 행동준칙을 통해 인권존중, 차별금지 원칙을 대외에 공개하고,
자체 인권 가이던스를 마련하여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 정

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의 인권 교육뿐만 아니라, 파트너사

PT.BIA법인은 임직원간의 소통을 통한 조직력 강화를 우선순위로 실시
지고자 부서별 정기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를 통해 조직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관련법과 단체협약에 의거
하여 노동조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현지 직원의 노동

조합 가입 비율은 99.9%이며, 연 1회 진행되는 노사협의회의 결과는 전
임직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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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학교

직원 숙소

안전교육 현황

20

체육시설

임직원 생활지원 시설 운영

임직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근무만족도의 향상을 위해 다양

PT.BIA법인은 임직원들의 더 나은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PwC

체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증가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화재 예방, 인권, 환경 4개

에 따라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임직원 자녀 교육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

부문의 관리 수준을 점검받고 연도별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

습니다. 향후 교육시설을 증대하여 임직원 자녀 교육지원 수혜자를 늘

다. 도출된 개선 과제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은 특별

릴 예정입니다.

관리를 진행하고, 나아가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 인권 관련 인식
을 높이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을 대

임직원 안전보건 활동

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지인 관리직 인원과 도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기획, 실행, 모니터링,

급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PT.BIA법인 환경사회정책 및 행동 준

개선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칙을 공유하고 인권경영 내용(고용상 차별을 두지 않으며, 결사

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안전보건팀장, 각 Estate별 안전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15세 미

만 원칙적 금지), 안전장비 지급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

보건 담당자, 의료진, 항만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회의를 개

다. 향후, PT.BIA법인은 정기적인 지속가능경영 현황 조사와 교

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현장 내 안전사고 예

육을 통해 사업장 지속가능경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방, 비상 상황 발생 시 비상조직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하며 임직원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
으로 농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
니다. 안전교육과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임직원

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
갈 것입니다.

회

· 일시: 2017년 10월 28일 ~ 11월 1일(4일)

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해 자

위해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및 기계장비

55

회

· 목적: PT.BIA법인 지속가능경영 현황 조사 및 개선 Point 제시

의 생활편의를 위해 직원 숙소를 제공하고, 체육시설을 통해 건강증진

PT.BIA법인은 임직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제고와 안전한 사업장 구현을

농약 살포, 중장비 
및 기계장비 사용자

지속가능경영 현황 조사

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부터 이주해 온 임직원

안전교육

전체 임직원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7대 부문

1
2
3
4

인권경영 체계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
강제 노동 금지

5
6
7

아동 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현지주민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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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소통
고충처리 제도 운영

사회공헌 활동 추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안

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PT.BIA법인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충처리제도를

에 대해서는 노무부서에서 고충과 관련된 법규 및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제기자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
니다. 이후, 내부협의를 통해 처리방안을 도출하여 고충 접수자에게 전
달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프로세스 전 과정에 있어 고충 제기자의 익
명성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PT.BIA법인은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창
다.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2014년부터 교육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

지역주민 공청회 진행

사업장 인근 소규모 영농인과의 상생을 위한 플라즈마(Plasma) 활동,
1)

토지 보상, 도로 건설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해관
계자와의 지역사회 이슈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분쟁해결 프로세스를 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PT.BIA법인은 Papua 지역의 지역사회 및

선주민이 의도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사업개발은 철저히 금지되

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장학금 수혜 인원은 76명입니
다. 매년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지원

을 하고 있으며, 현지 학교에 교육 용품을 제공하고, 예체능 수업으로 구
성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야 함을 인지하고 선주민사전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의료지원

시 선주민 사전 동의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해 개인별 의료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생·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Consent)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PT.BIA법인의 모든 농장개발
1) 플라즈마(Plasma): 영세농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제도로, 인도네시아 법령에 의거하여 
법인 농장 사업 면적의 일정 부분을 주민농장으로 개발하는 제도

지속가능성

2

책임성

본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의료혜택 제공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

고 있습니다. 초음파기, 수술용 키트, 혈액검사 키트, 응급처치 세트 등

의료 기자재 지원과 더불어, 현지 의료진에게 진료, 수술방법 등 의료 교

육을 병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할

사회공헌 3대 원칙

1

포스코대우와 PT.BIA법인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의료지원 활동들을 통해 기초적인 의료 혜택을 받기
3

투명성

힘든 지역사회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 활동 및 식량지원

CPO Mill 개소식, 수확 행사, 독립기념일 행사 등 주요 행사, 경조사, 
원주민의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주민 자치 농장인 Plasma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경
제적 안정을 위한 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인근 거주민에 대한 사회공
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열매 수확 
기념행사

대민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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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포스코대우는 세계 주요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풍부한 원면을 바탕으로 면방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산

업은 국가 주요 기간사업으로 파종-재배-수확-판매-유통의 전 과정이 국가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현지에서 원재료(Cotton)
를 구매하여 단사(Single Yarn), 합사(Double Yarn), 면직물(Fabric) 제품을 생산하여 현지 및 중국, 러시아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면방법인 개요
사업승인
자본금

1996년 6월

USD 43,050천(포스코대우 100% 지분 보유)

생산설비 현황 · 페르가나(Fergana): 방적, 제직 공장
· 타실락(Tashlak): 방적 공장

· 쿰떼바(Kumtepa): 제직 공장
생산규모

비전

· 부하라(Bukhara): 방적 공장
면사 5.7만 톤/년

직원이 존경하고, 사회가 존경하고, 국가가 존경하는 모범적인 회사

미션

To Establish Top Company No. 1
At Which Everyone Wants to Work

주요 연혁
날짜

내용

2016년 12월

DTF, DTB 흡수합병 및 법인명 변경(DAEWOO TEXTILE)

2008년 4월

DAEWOO TEXTILE BUKHARA 설립(DTB)

2009년 4월

2006년 11월
1998년 10월
1997년 6월
1996년 4월

To be Leader
At the World Textile Market

DTF, DAEWOO TEXTILE COMPANY 흡수합병
DAEWOO TEXTILE FERGANA 설립(DTF)
면(100%) 직물 생산 개시
면(100%) 원사 생산 개시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 설립(DAEWOO TEXTILE COMPANY)

To be the Most Prosperous Company
in Uzbekistan

사업 성과 및 전략 방향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글로벌 Textile 시장의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PMI(Post-Merger Integration)를 성공
적으로 수행하여 명실상부한 우즈베키스탄 내 최대 규모의 방직회사가

되었습니다. 법인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판매시
장 확대 등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 성과
· PMI 계획 100% 달성
(실질적 통합 완료)
· 환산 생산량 
전년 대비 4.6% 증가
· 1인당 생산량 전년 대비 
5.1% 증가

중장기 방향성
· 신규 투자를 통한 
사업영역 확장
· 기존 공장 현대화(재투자) 
통한 생산량 확대
· 비섬유 유망 사업 지원
· 그룹사 투자 연계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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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양성
우수인재 확보 및 유지

임직원 역량 강화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용, 퇴사 등 인사 관리에 있어 현지 노동법을 준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 수입(관세 및 세관 절차), 소방, 안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와 유지를 위해
하고 있으며,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별이나 출신, 나
이, 종교 등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장직의 경우 면접 과정에서 작업 현장을 직접 보여주
고 근무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 인근 마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임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전, 품질(ISO 9001) 분야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특

성 상 소방 및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1년 단위로 주기적인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적인 임직원 교
육을 실시하며, 업무 능력이 우수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교육 프로그
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에 채용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의 경우 전
문학교를 통해 우수 인재를 수시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

직원의 고충을 청취하는 채널을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퇴사

의사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근무 환경 개선에 앞
장서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 (단위: 명)
2017년 사무직

107

66

남성

여성

2017년 사무직 외 1)

1,205
남성

1) 사무직 직원을 제외한 현장직과 운전기사, 경비, 식당 직원 등

2,383
여성

〮 소방 및 안전 교육 약 3,000명 수료
2017년
교육 현황

2018년
교육 계획

〮 간부 직원 대상 윤리교육 약 50명 수료

〮 이메일 해킹 무역대금 사기 주의 관련 교육 영업/
구매 직원 약 50명 수료

〮 본사 주관 Global Staff 교육용 Value Package 
교육 간부직원 약 50명 수료

〮 신입직원 채용 시 숙련공 양성교육 추진(3주~6주)

〮 부서별 교육 수요 파악 후 연 10회 이상 교육 추진
(생산직 직원 포함)
〮 소방 및 안전 교육 지속 확대 추진

공정한 평가 실시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임직원에 대한 승진 및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

으며, 총 11등급의 직급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성과평가는 개
인의 능력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각 부서의 팀장이 개인 평

가를 진행하고 인사팀장이 평가 내용을 취합하여 검토한 후 법인장과 본
부장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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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존중
안전 관리 활동

노사관계 선진화

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모든 공정에서 화재 예방을 최우선

대표적인 소통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노동

방적 및 제직 공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안전 관리 활동은 화재 예방입
과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공정마다 연결된 배
관 사이에 화재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불꽃이 감지될 경우 자동적으로
공정이 멈추고 소화 분말을 분사하여 화재 진압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
습니다. 또한,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여 금속이 탐지될 경우 별도로 배출
시켜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서는 설비 주변에 안전 주의 게시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
생하였을 경우 공장에 마련된 의무실 이용은 물론 지정된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1997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와 직원간
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한 뒤 조합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2017년 12월 말 기준, 가입 대상

직원의 100%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Fergana 노
동조합 대표단은 총 22명이며, 주요 공장 대표 19명과 감사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단의 임기는 5년이며,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

여 필요 시 회사에 요청 사항을 제시합니다. Bukhara 부문의 경우 노동
조합 대표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사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화재 및 안전 교육 실시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임직원 안전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기적

으로 화재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대상으로 소방/
안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고 있습

니다. 매년 위험물 취급 담당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총 11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분기별 안전 및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소방 교육과 연 1회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사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는 노사간담회와 매월 현지채용 인력과 함

께 회의를 진행하는 법인 운영 간부회의가 있으며, 게시판 제도를 활용
하여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Fergana 노사간담회의 대표단은

총 18명으로 노동조합 대표 2명과 Fergana 지역 내 주요 공장별 대표

자 각 4명으로 구성되어 직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논의합니다. 
Bukhara 부문 노사간담회의 대표단은 노동조합 대표 2명과 부서별 대

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노사간담회는 분기별로 대표단을
변경하여 최대한 많은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하고 있
습니다.

화재 감지 장치

소방 훈련

화재 예방 게시판

노사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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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회 수상

근무 만족도 향상 노력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우즈베키스탄 전체 노동조합 대회에서 

체육대회 개최

원 쉼터 조성,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 근무환경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대회를 개최하여 구성원간 화합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노사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임직원 복지

1등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출퇴근 버스 대기소 및 공장 내 직

Bukhara 주 Trade Union Committees에서 주관하는 노동조합 대회에
서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매년 Fergana 부문과 Bukhara 부문별 체육
진작과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통해 약 4
천여 명의 직원들은 축구, 배구 등 단체 스포츠를 즐기며 신체 건강을 도
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념의 날 행사

우즈베키스탄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다양한 기념일이 있으며, 법인에서

는 경비의 날, 요리사의 날, 여성의 날 등의 기념일이면 관련 직군 직원
들을 위한 축하 행사를 열어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휴가 및 포상 수여

매년 4월 8일 법인 창립기념일에 장기 근속 직원과 우수 직원에게 포상
금 및 우즈베키스탄 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
원 가족들을 위한 행사로 직원 자녀들의 방학기간에 약 10일간 가족캠

프를 지원하기도 하며, 직원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 시 학용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Bukhara 주 
노동조합 대회 수상

직원 쉼터

Fergana 체육대회

출퇴근 버스 
대기소

Bukhara 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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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인권 이슈 대응 노력

우즈베키스탄 면화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파종에서부터 유통에 이

발송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면방법인은 현지 정부로부터 원면을 구매하고, 원면을 가공 및 판매하는

권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내부규정을 제정한 이래로, 매년 면방공장을 방

르는 전 과정이 정부의 관리 아래 있습니다. 포스코대우 우즈베키스탄
면방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이슈는 국가 차원의 문제로, 포스코대우 면방공장

에서는 어떠한 인권문제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대우는 CSR 위원회를 통해 진출 국가의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
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에 노동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속적으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
문하여 인권경영 내부 진단과 CSR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삼일 PwC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 인권 수준 진단 및 지속가
능경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활동을 통해 면방공장 지속가능경
영에 대한 자체적인 내부 진단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함으
로써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6대 부문

1
2
3

인권경영 체계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 보장

4
5
6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외부 전문가
CSR 교육 실시

산업안전 보장

사업장 
안전 진단

현지 정부(경공업관리청) 제출 CEO 서신

현지 정부(경공업관리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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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소통
사회공헌 활동 추진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
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건조한 사막기후로 안

지역사회 공헌 활동

포스코대우는 2014년부터 아흐마드 야싸비(Ahmad-Yassaviy) 지역 내,
시온고(Siongo) 어린이 교육센터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2014년부터 법인이 위

교육 소외지역 아동들에게 언어 교육, 학교 교육 보충, 문화체험 활동 등

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소외된

량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7년 제4회를 맞이한 3개 언

치한 Fergana와 Bukhara를 중심으로 소외계층 안질환 검진 및 무상 수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사 교육을 실시하여 교사 역

어 글짓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학
부모 및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진 활동

포스코대우와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2014년부터 지역사회 소외계

Fergana 지역에서는 소외계층 대학생을 선별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니다. 2017년 4월과 11월, Fergana와 Bukhara 지역에서 실시한 안질

5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약 USD 4천)을 지원했으며, 2018년에는 장학

층을 위한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

환 의료캠프(Eye Camp)를 통해 총 1,903명에게 무료로 안과 외래 진료
를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백내장, 익상편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안질

환 환자 271명을 무료로 수술하고, 시력교정이 필요한 환자 400명에게 

안경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 수혜자 현황
안과 진료

안과 수술
안경 지원
합계

구분

2015

431

157

130

718

(단위: 명)

2016

2,096

2017

1,903

252

271

215

400

2,563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총
금 수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강의실 개보수, 고아원,
장애인 시설 및 무의탁 노인 시설 방문 봉사 등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3,503

명

2017년 방과후교실 누적 수혜 인원

2,574

안질환 
의료캠프

장학금 
지원

방과후교실
문화체험 활동

고아원 
방문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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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P.97

GRI Index

P.101

보유 인증 및 상표권 / 가입단체

P.106

제3자 검증의견서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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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재무상태표

자산

제18기 2017. 12. 31 현재
제17기 2016. 12. 31 현재
제16기 2015. 12. 31 현재

구분

유동자산

제18기

(단위: 천 원)

제17기

제16기

5,047,538,493

4,680,973,413

4,346,329,921

3,533,602,397

3,483,691,749

3,156,256,548

파생금융자산

51,066,829

41,067,139

68,874,128

기타유동자산

163,371,091

177,675,225

4,122,447,491

3,607,809,019

3,696,973,849

94,316,116

108,692,128

105,605,803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기타유동금융자산
당기법인세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순확정급여자산
당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

178,489,883
6,637,683
5,537,478

1,108,833,132
357,315,078
372,978,723

1,324,845,720
1,625,226,269
157,630,624

8,224,146
3,529,515

173,708,876
32,534,445
5,720,534

766,575,445
407,473,759
446,992,207
666,087,190

1,662,855,502
161,003,948
7,082

224,657,843
23,629,153
2,701,972

99,666,205

770,544,072
494,035,861
435,058,109
625,613,191

1,744,627,378
163,912,188
577,289

178,381,300

151,550,882

124,748,545

자산총계

9,169,985,984

8,288,782,432

8,043,303,770

유동부채

4,937,907,785

4,304,684,952

3,918,406,515

2,333,423,613

1,879,023,385

2,097,121,733

당기법인세자산

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사채

유동파생상품부채
기타유동부채

당기법인세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장기차입금
사채

기타비유동부채
순확정급여부채

1,870,529,782
463,736,392

43,454,281

3,146,321

1,808,415,857
294,732,832
71,803,610

2,795,485

1,252,099,870
349,799,067
72,559,984

178,843,526

203,652,898

1,379,602,118

1,480,445,210

1,703,708,065

501,433,623

592,243,344

696,410,979

45,049,205

1,634,714

47,920,191
22,032,310

734,200,282

3,290,331

47,056,370
28,313,177

759,477,309

6,012,348

94,884,734
51,941,127
32,465,435

894,963,169
583,628

16,267,087

63,961,914

88,457,816

부채총계

6,317,509,903

5,785,130,162

5,622,114,580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809,757,886

2,515,836,119

2,441,742,688

553,438,881

333,160,807

333,160,807

비유동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결손금)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자본과부채총계

9,634,453

616,875,745
(6,115)

(4,936,011)

4,306,502

569,381,455
88,463,154

59,903,433
3,114,334

569,381,455
(663,812)

67,847,609

1,644,385,386

1,524,830,703

1,472,016,629

2,852,476,081

2,503,652,270

2,421,189,190

42,718,195

9,169,985,984

(12,183,849)

8,288,782,432

(20,553,498)

8,043,30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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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매출액)

구분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손실)

관계기업투자이익
관계기업투자손실
금융수익

제18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17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16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제18기

22,571,653,747
21,263,108,998
1,308,544,749

907,230,886
401,313,863
60,384,368
28,925,342

(단위: 천 원)

제17기

16,492,090,197
15,356,214,659
1,135,875,538

817,736,458
318,139,080
60,212,160
22,281,600

892,930,447

1,084,379,319

50,321,262

21,030,447

금융비용

1,003,417,545

기타손실

124,645,899

165,538,039

81,142,415

52,420,660

기타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법인세비용

247,961,154

1,121,308,080

174,633,287

제16기

17,526,906,326
16,237,950,430
1,288,955,896

920,151,638
368,804,258
77,465,750

130,560,122

1,313,855,032
1,397,450,279

28,910,962

127,484,248
133,541,353
24,963,477

계속영업이익(손실)

166,818,739

122,212,627

108,577,876

기타포괄손익

(93,312,775)

17,065,600

(6,055,683)

당기순이익(손실)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지분법자본변동

부의지분법자본변동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166,818,739

(93,925,244)

(7,746,136)
10,426,629

(65,238,720)
(31,367,017)

122,212,627
18,567,567

(1,292,752)

108,577,876
(6,263,166)
(2,096,160)

5,810,189

(22,521,624)

14,744,366

14,635,021

(694,236)

3,719,597

612,469

(1,501,967)

73,505,964

139,278,227

175,880,360

111,254,187

83,093,664

130,367,765
8,910,462

(17,677,854)

기본주당이익(손실)(단위: 원)

1,444

977

1,132

희석주당이익(손실)(단위: 원)

1,444

977

1,13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총 포괄손익의 귀속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주당이익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단위: 원)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단위: 원)

612,469

(9,061,621)
(9,587,700)
1,444
1,444

(1,501,967)

10,958,440

977
977

207,483
207,483

102,522,193
128,940,098

(20,362,222)
120,200,047

1,13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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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자산

제18기 2017. 12. 31 현재
제17기 2016. 12. 31 현재
제16기 2015. 12. 31 현재

구분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기타유동금융자산
파생금융자산
기타유동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기타비유동금융자산

제18기

제17기

(단위: 천 원)

제16기

4,460,809,908

4,017,870,023

3,915,700,016

3,518,262,277

3,494,714,113

3,388,220,073

51,066,217

41,046,521

68,868,389

732,611,847

357,637,358

320,206,476

44,350,471
84,310

114,434,786

43,921,872
3,082,572

77,467,587

83,431,496
1,420,833

53,552,749

3,720,832,329

3,401,729,698

3,558,612,040

89,594,936

98,713,149

100,113,895

412,817,037

449,172,758

551,658,971

746,128,207

665,227,077

1,468,727,262

1,553,763,444

1,629,248,837

200,675,305

179,872,321

125,288,691

자산총계

8,181,642,237

7,419,599,721

7,474,312,056

유동부채

4,177,985,050

3,653,752,083

3,532,760,725

1,745,977,524

1,470,791,535

1,833,824,419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순확정급여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당기법인세자산

부채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사채

파생금융부채
기타유동부채

당기법인세부채

비유동부채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장기차입금
사채

기타비유동부채
순확정급여부채
비유동충당부채

부채총계

자본
자본금

기타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결손금)
자본총계

자본과부채총계

637,034,812
157,630,624
8,224,146

1,753,403,701
463,736,392
43,454,281

290,830,680
161,003,948
3,146,321

1,657,860,060
294,732,831
71,803,610

679,446,691
306,147,282
163,912,188
2,795,485

1,166,364,476
349,799,067
72,559,984

126,645,986

113,945,499

1,228,031,430

1,334,910,815

1,574,641,580

372,552,912

456,808,954

576,855,393

37,693,930

1,587,609

44,767,166
23,861,957

734,200,282
436,624

44,618,548
28,429,682

759,477,309

59,392,671
50,820,108
31,419,076

894,963,169
566,136

3,569,267

14,405,567

5,406,016,480

4,988,662,898

5,107,402,305

616,875,745

569,381,455

569,381,455

59,285,725

544,002,741

(6,115)

13,383,027

85,037,994

333,160,807
21,129,163

56,432,239

333,160,807
22,421,915

1,601,370,359

1,507,265,398

1,441,945,574

8,181,642,237

7,419,599,721

7,474,312,056

2,775,625,757

2,430,936,823

2,366,909,751

100 Posco Daewoo Corpor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7

포괄 손익계산서

수익(매출액)

제18기 2017.01.01 부터 2017.12.31 까지
제17기 2016.01.01 부터 2016.12.31 까지
제16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구분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이익(손실)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이익
기타손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법인세비용

계속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제18기

20,891,525,634
19,738,189,786
1,153,335,848

800,521,568
352,814,280

(단위: 천 원)

제17기

15,417,229,613
14,392,092,451
1,025,137,162

720,836,415
304,300,747

913,158,380

1,074,444,724

45,941,306

10,356,857

939,938,314

1,048,190,546

162,277,601

187,540,722

59,317,111

29,662,306

209,698,051

153,371,060

제16기

16,881,039,629
15,734,625,496
1,146,414,133

801,792,928
344,621,205

1,281,173,951
1,282,620,049

21,724,350

273,790,492
91,108,965
9,258,762

150,380,940

123,708,754

81,850,203

(7,083,970)

(2,743,536)

(1,919,349)

(1,292,752)

(2,096,160)

150,380,940

(7,746,136)
(7,746,136)
662,166
662,166

123,708,754

(1,292,752)
(1,450,784)
(1,450,784)

81,850,203

(2,096,160)
176,811
176,811

143,296,970

120,965,218

79,930,854

기본주당이익(손실)(단위: 원)

1,234

1,086

719

희석주당이익(손실)(단위: 원)

1,234

1,086

719

주당이익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단위: 원)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단위: 원)

1,234
1,234

1,086
1,086

719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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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GRI Standards

보고 사항

GRI 101 보고 원칙

ISO 26000

페이지

일반 정보 공개

조직 프로필

102-1

조직명

102-3

본사 소재지

102-2
102-4
102-5
GRI 102:
조직 프로필

102-6
102-7
102-8
102-9

8

주요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2~15
8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수, 국가 명
소유 성격과 법적 형태
시장 영역
조직 규모

임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정보
공급망

102-10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 및 공급망 주요 변화

8, 16~17
6.3.10, 
6.4.1-6.4.5,
6.8.5, 7.8

102-11 사전 예방 방침, 원칙 명시

GRI 102: 전략

윤리 및 청렴성
GRI 102: 윤리 
및 청렴성

거버넌스
GRI 102: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GRI 102: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 방식

102-15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행동기준 및 규범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 메커니즘
102-18 거버넌스 구조

102-22 이사회 내 기구 및 위원회 구성
102-23 이사회 의장

102-24 이사회 추천 및 선정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기준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4.7, 6.2, 7.4.2
4.4, 6.6.3, 7.7.5

6.2, 7.4.3

5.3

102-44 이해관계자 주요 이슈

102-52 보고 주기

102-53 보고서 문의 연락처

102-54 GRI Standards 적용 옵션
102-55 GRI 인덱스
102-56 외부 검증

10~11, 20
10
10
11
55
58
58

17, 사업보고서
27

102-48 이전 보고서 정보의 수정
102-51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45

About this report

102-47 중요 토픽 목록
102-50 보고 기간

8, 44, 53, 70

58, 60~62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기업

102-49 중요 토픽 및 범위 관점에서 발생한 변화

2~3

30, 42, 48, 58, 68, 76

58

102-46 보고내용 및 보고 범위 적용 방법

GRI 102:
보고 방식

103

About this report, 17
106

102-40 이해관계자 목록
102-41 단체 협약

50, 103, 사업보고서

22~23, 53

102-13 산업협회 등 멤버십 현황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성명서

8, 16~17, 24~25, 41

18~19

102-12 외부 협회 가입 현황

전략

11

12~17

51, 54

7.5.3, 
7.6.2

N/A(중대 변화 없음)
About this report
About this report
About this report
About this report
About this report
101~103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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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GRI Standards

보고 사항

GRI 200 경제 주제
경제 성과

GRI 103: 
경영접근방법
GRI 201:
경제 성과

시장 지위

GRI 202: 시장 지위
간접 경제 효과

GRI 203: 간접 경제 효과
반부패

GRI 205: 반부패
경쟁저해 행위

GRI 103:
경영접근방법

GRI 206: 경쟁저해 행위
GRI 300 환경 주제
에너지
GRI 302: 에너지
용수
GRI 303:용수
배출

GRI 305: 배출
폐수 및 폐기물

103-1

중요 토픽 및 범위에 대한 설명

103-3

경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03-2
201-1
201-3
201-4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조직이 운영하는 직원 퇴직연금제도
정부의 재정지원

주요 사업지역의 현지 최저임금과 비교한 신입사원 임금

203-1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103-1

중요 토픽 및 범위에 대한 설명

103-3

경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상급관리자의 현지인 비율

203-2 중요한 간접 경제 효과
205-3
103-2
206-1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차별금지
GRI 406: 차별금지

42~43

21, 46~47
43

6.6.1-6.6.2, 6.6.5, 6.6.7

N/A(관련 법적 조치 없음)

직접 온실가스 배출

6.5.5

21, 71

305-7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6.5.3

71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

육아휴직

GRI 405: 
다양성과 기회 균등

45

305-1

401-3

다양성과 기회 균등

44

21, 24, 7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와 비율

GRI 404:
훈련 및 교육

89

64~67

6.5.4

401-1

GRI 103:
경영접근방법

54

공급원별 총 취수량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재 건수

훈련 및 교육

6.6.1-6.6.3, 6.6.6

50

303-1

307-1

산업안전보건
GRI 403: 산업안전보건

6.3.6, 6.6.6-6.6.7, 6.7.8, 
6.8.1-6.8.2, 6.8.5, 6.8.7, 6.8.9

55

103

21, 24, 71

GRI 307: 환경법규 준수

GRI 401: 고용

6.3.7, 6.3.10, 6.4.3-6.4.4,
6.8.1-6.8.2, 6.8.5, 6.8.7

41

6.5.4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고용

5.3

조직 내 에너지 소비

306-1

GRI 400 사회 주제

31

302-1

GRI 306:
폐수 및 폐기물
환경법규 준수

21, 30~31

중요 토픽 관련 경영 접근방법 설명
부당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페이지
30~31

중요 토픽 관련 경영 접근방법 설명

202-1
202-2

ISO 26000

306-3

401-2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6.5.5
6.5.3-6.5.4

21, 71
71

6.5.3

N/A(중대한 유출사건 없음)

4.6

N/A(법규 위반사항 없음)

6.4.3

50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6.4.4, 6.8.7
6.4.4

21, 54

403-2

지역별, 성별 부상/질병/결근율과 작업 관련 사상자 수

6.4.6, 6.8.8

56

103-1

중요 토픽 및 범위에 대한 설명

103-3

경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03-2
404-1
404-2
404-3

48~49

중요 토픽 관련 경영 접근방법 설명
종업원 유형별, 성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정기적 성과 및 경력개발 리뷰를 받은 종업원의 비율

55

21, 48~49
6.4.7

6.4.7, 6.8.5
6.4.7

49
51
51
50



405-2 성별 기본급 및 보상 관련 비율

6.3.7, 6.3.10, 6.4.3-6.4.4


50

406-1 차별건수 및 관련 조치

6.3.6-6.3.7, 6.3.10, 6.4.3

45~46, 50, 53~54(차별건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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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GRI 407: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 노동

보고 사항
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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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예방조치

ISO 26000

페이지

6.3.3-6.3.5, 6.3.8, 6.3.10,
6.4.5, 6.6.6

N/A
(해당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 없음)


GRI 408: 아동 노동


408-1 아동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6.3.3-6.3.5, 6.3.7, 6.3.10,
6.6.6, 6.8.4

N/A
(해당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 없음)


GRI 409: 강제 노동



409-1 강제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6.3.3-6.3.5, 6.3.10, 6.6.6

N/A
(해당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 없음)

GRI 411: 원주민 권리

411-1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6.3.4, 6.3.6-6.3.8, 6.6.7, 6.8.3

N/A(관련 침해 건수 없음)

103-1

중요 토픽 및 범위에 대한 설명

103-3

경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강제 노동

원주민 권리
인권 평가

GRI 103:
경영접근방법
GRI 412:
인권 평가

지역사회

GRI 103:
경영접근방법

GRI 413: 지역사회
고객 안전보건

103-2
412-1
412-2

인권평가 및 영향 평가 대상 사업장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임직원 교육

103-1

중요 토픽 및 범위에 대한 설명

103-3

경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03-2
413-2

지역사회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거나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제품 및 서비스의 고객 건강과 안전 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사례의 
416-2
횟수와 형태

GRI 417:
마케팅 및 라벨링

417-2

GRI 418: 
고객 개인정보 보호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418-1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 관련 제기된 불만 건수

고객 개인정보 보호

GRI 103:
경영접근방법

GRI 419: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

417-3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및 라벨링 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사례의 횟수와 형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사례의 횟수와 형태

103-1

중요 토픽 및 범위에 대한 설명

103-3

경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03-2

21, 48~49
6.3.3-6.3.6

53

21, 44~45
21, 58~59
59

6.3.9, 6.5.3, 6.8

72, 80~83, 86, 94~95

4.6, 6.7.1-6.7.2, 
6.7.4-6.7.5, 6.8.8

N/A
(관련 법규 위반사항 없음)

4.6, 6.7.1-6.7.5, 6.7.9

N/A(관련 법규 위반사항 없음)

6.7.1-6.7.2, 6.7.7

N/A
(관련 법규 위반사항 없음)

4.6, 6.7.1-6.7.3

N/A(관련 법규 위반사항 없음)

42~43

중요 토픽 관련 경영 접근방법 설명

 사회 및 경제 측면의 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으로 
419-1
인한 벌금 및 제재 건수

49

58~59

중요 토픽 관련 경영 접근방법 설명

GRI 416: 
고객 안전보건

마케팅 및 라벨링

48~49

중요 토픽 관련 경영 접근방법 설명

21, 42~43
4.6, 6.7.1-6.7.2, 6.7.6

43

N/A
(관련 법규 위반사항 없음)

기타 정보

직원 등에 대한 정보
2017년 12월 기준으로 포스코대우 직원은 대한민국 본사 1,877명과 해외사업장 6,046명으로 총 7,923명입니다. 이 외에도 독립사업부 제조 공정 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STS사업부: 40명, TMC사업부: 165명, 후판가공사업부: 102명)
공급망
무역업은 수요처의 수요 물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포스코대우의 공급망은 바이어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수요처 물품 인도를 위해 필요한 선적 및 운송업체도 포스코대우의 공급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코P&S 합병에 따라 제품 제조에 필요한 스
크랩, 니켈, 크롬, 강판 등을 납품하는 공급업체도 포스코대우의 공급망에 해당됩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공급망으로부터 구매한 상품매출원가는 20,917,299백만 원입니다.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포스코대우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간 중 포스코대우(연결기준)의 유형자산 중 정부보조금 
잔액은 1,113백만 원입니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2017년 포스코대우 사업보고서 p.206 ‘10. 유형자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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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서문

DNV GL 그룹의 일원인 주식회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 GL”)는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이하, “포스코대우”)의 ‘2017 지속가능경
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은 DNV GL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
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범위

DNV GL의 검증 업무는 2017년도 비재무 데이터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데이터에 한정되며, 검증 활동은 아래 내용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APS)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AccountAbility 원칙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 주제(Topic)의 결정 프로세스, 경영 접근 프로세스,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산출, 취합, 관리 프로세스

검증 방법

검증 활동은 국제적 검증 규격을 반영한 DNV GL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TM 1)과 AA1000AS(2008)에 따라 Type1 방법 및 중간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증은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었으며, 포스코대우의 본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검증 활동은 샘플링
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습니다.
‧보고서 내 문구 및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정보의 흐름과 통제의 견고성을 평가
‧주요 부서의 담당자들과 면담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베이스, 전산 시스템 등의 테스트
‧중대성 평가 결과 검토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포스코대우의 중요한 통제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회사, 관련 회사, 공급업체, 협력사의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DNV GL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대우의 재무제표 및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
or.kr)에 공시된 자료, 그리고 포스코대우의 홈페이지(http://www.posco-daewoo.com)에 게시된 자료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포스코대우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의,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의 근거 확인이 실시되었습니다. 검증팀은 경제
성과 작성을 위한 데이터 취합 및 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 데이터의 경우, 취합 데이터를 확인하는 형태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검증 성명서는 계약에 따라 포스코대우의 경영진을 위해 발행된 것이며, DNV GL은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포스코대우는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의 책임 내용은 계약 내용 및 합의된 업
무 범위에 한정합니다.

결론

검증 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 GL은 중대성 측면에서 포스코대우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
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GRI Standards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 부합 방법(‘In accordance’–Core)을 적용한 보고서 작성 기준을 벗어났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AA1000APS(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근본원칙(Foundation Principle of Inclusivity)

포스코대우는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서에 제시
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주주 및 투자자, 수요가, 정부/국제기구, 지역사회/시민단체, 공급선, 임직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이해관
계자 그룹별 소통채널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된 이해관계자별 중요 사안은 지속가능경영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CSR위원회에 보고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 설정에 반영됨을 확인하였습니다.
1) VeriSustain protocol은 DNV GL 홈페이지(www.dnvgl.com)에서 요청 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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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원칙(Principle of Materiality)

포스코대우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분석, 동종사 벤치마킹,
국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기사, 전문가 집단 설문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를 통해 우선 순위화하는 평가를 실시하여 7
개의 중요 주제(Material Topics)를 선정하였습니다. 검증팀은 이해관계자의 평가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주제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제외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중요 주제가 선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대응성 원칙(Principle of Responsiveness)

포스코대우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보고 이슈들에 대한 경영접근방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해당 이슈들에 대한 트렌드와
위험 및 기회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슈들에 대한 포스코대우의 접근 전략, 2017년 성과와 2018년 계획 및 중장기 목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ㆍ환경
적 영향이 큰 글로벌 사업장의 경우 글로벌 CSR 활동을 통해 사업성과, 전략방향, 환경관리, 사회공헌 활동들을 보고서에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전사적 지속가
능경영보고서에 더해, 이해관계자들에 관심 및 우려사항에 대해 좀더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발행 중인 주요 사업에 대한 환경사회 보고서 또한 주
기적으로 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 품질과 관련된 원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성 및 신뢰성(Accuracy and Reliability)

검증 과정 중 검증팀은 샘플링 확인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및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검증 결과로 판단하였을 때, 보고서에 기재된 데이터 및 정보에서 의도
적인 오류나 잘못된 기술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데이터의 출처와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식별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 GL은 ISO/IEC 17021:2011(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관리 표준 및 컴플라이언스 방침
을 적용하고,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 표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
증팀은 검증 기간 중 DNV GL의 윤리행동강령2)을 준수하였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검증 활동은 지속가능성 전
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검증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DNV GL은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검증 과정에서 공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DNV GL은 포스코대우의 2017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2017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업무의 독립성이나 공평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2) DNV GL 홈페이지(www.dnvgl.com)에서 확인 가능

2018 년 8 월 10 일
대한민국, 서울

안인균 대표이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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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인증 및 상표권

포스코대우는 법규 준수,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심

사를 통과하여 다양한 국제인증을 획득한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공
인업체로서 다양한 해외고객에게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높은 신뢰
를 제공합니다.

가입 단체
순번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본사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A 등급

-업
 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AE
 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STS사업부
- ISO 9001

- IATF 16949

TMC사업부
- ISO 9001

- IATF 16949

후판가공사업부
- ISO 9001

- ACRS 인증

- ISO 14001

- KOSHA 18001

- KS 인증

- JIS 인증

- ISO 14001

- KOSHA 18001

- UL 인증

- RINA선급 인증

- RS선급 인증

- KR선급 인증

상표권

대우 상표권은 1974년 국내를 시작으로 해외 160여 국에 총 3,500여
건이 출원, 등록되었습니다. 회사와 해외법인 등을 통하여 국내 및 해외
에서 전자제품, 자동차부품, 기계, 건설업, 운수업 등에 상표권을 사용

하고 있으며 아시아, 중남미, 중동, CIS 국가 등 전 세계에서 그 우수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의 출원 및 등록을 통하여 권리를
유지ᆞ관리하고 있는 한편, 각국 전문가와 연계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
영하여 지속적으로 상표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 1974년 상표 출원
- 160여 국에 총 3,500여 건의
상표 출원 및 등록
- 관리 및 내규 위원회 운영

활용 예

상표권 사업 문의: brand@posco-daewoo.com

한국무역협회

1967년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3

한국수입업협회

5

(사)한일문화협회

2

한국경영자총회

6

해외자원개발협회

8

해외건설협회

7
AEO 인증

가입년도

1

4

보유 인증

단체명

9

10

한국가스연맹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1994년
1971년
2016년
2013년
2008년
2012년
2003년
2007년
20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