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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특징 

본 보고서는 2016년 포스코대우가 발간하는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입니다. 

포스코대우의 경제•사회•환경적 책임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보고기준
 
본 보고서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인 GRI G4 가이드

라인의 작성원칙을 따라 작성되었으며, ‘Core Option’을 충족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본 보고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2016년 이전의 내용과 

2017년 3월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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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보고범위

본 보고서는 포스코대우 본사의 성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데이터의 경우, 글로벌 사업장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장 성과의 경우, 해당 성과별로 주석처리를 하여 보

고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재무성과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증

본 보고서의 재무정보는 한영회계법인에서 독립적 회계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비재무적 정보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DNV GL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추가정보

주소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대표전화   02-759-2861

보고서 관련문의   홍보그룹 

홈페이지   http://www.posco-daewoo.com

이메일   sustainability@posco-dae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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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는 1967년 창립 이후, 지난 5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과 

궤를 같이하며 수출한국을 이끌어왔으며, 국제무역, 프로젝트 오거

나이징, 자원개발 등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며 종합사업회사로 나아

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

니다. 이에 맞추어 포스코대우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윤리경영 및 환경보호 등 비재무적인 

특성도 고려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지난 2016년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 아래 보호무역 체제가 강화되고, 

원자재가격이 급변하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으며, 

국내시장은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제조사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스코대우는 핵심사업인 ‘철강’, ‘석유/

가스개발’을 바탕으로하여 ‘식량’, ‘자동차부품’, ‘민자발전사업’을 3

가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며 견실한 수익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미얀마가스전의 지속적인 수익창출과 

AD-7 가스층 발견, 방글라데시 DS-12 광구탐사권 획득은 석유/가

스 분야의 눈부신 성과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소에 기자

재 공급, 미얀마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단독협상자 선정 등 각 사업부

별로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모두가 글로벌 Top 종합사업회사로의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전진이었습니다.

아울러, 포스코대우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혁신 활동에도 

전념하였습니다. 신사업 추진 조직을 신설하여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회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각 본부마다 

미래의 신수종 사업 발굴을 위한 혁신 활동을 펼쳤습니다. 

포스코대우는 환경 등 국제 규범과 공정거래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며,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정거래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전략적 

파트너사라는 책임감을 갖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동반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인재경영을 위해 국내를 비롯한 51개국 84개의 네트

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현지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수한 글로벌 스태프들에게는 본사 순환 근무 기회 제공, 

본사와 같은 직급부여 등 역량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솔선수범하고, 기업시민

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태프들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국내외에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소외된 아동ㆍ청소년

교육, 해외 의료지원 등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대우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상

04 _ 05

CEO 메시지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포스코대우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스코대우는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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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AD-7 가스층 발견

포스코대우는 2016년 2월, 미얀마 해상 AD-7 

광구의 딸린(Thalin) 유망구조에서 가스층을 발

견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AD-7광구 지분을 60% 보유하여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정밀평가를 통해 

정확한 발견잠재자원량을 평가한 후 향후 계획

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대우로 사명 변경

포스코대우는 2016년 3월 포스코그룹사로서 

정체성과 그동안 키워온 대우 브랜드파워를 

모두 표현할 수 있도록 대우인터내셔널에서 

포스코대우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대우는 포스코그룹 내 핵심 계열

사로 발돋움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한류 상품 박람회 참가

포스코대우는 2016년 5월, 중국 선양과 충칭

에서 열린 2016 한류상품박람회에 참가하며 

신사업으로서 중국 소비재시장 진출을 본격화

했습니다. KOTRA가 주관한 한류상품박람회

에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국내 기

업과 중국 바이어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포스

코대우는 국내 중소기업의 화장품 및 가전, 헬

스케어 제품을 전시하며 중국 바이어들에게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2016 지역전략회의 및 Global Staff 
회의 개최

포스코대우는 2016년 5월, 멕시코를 시작

으로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전세계 6개 대

륙에서 ‘2016 지역전략회의’를 순차적으

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 진

출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주요 회의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 지

사/법인 책임자 100여 명이 참여하였습

니다. 10월에는 송도에서 ‘Global Staff 

Conference’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세계 

50여 개국 지사/법인에서 근무하는 글로

벌 스태프 50여 명이 참여하여 회사의 비

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본사 임직원들과 함

께 신사업 발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지역사회

상생 활동 전개

포스코대우는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 파푸

아 팜농장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한 의료·교

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개인

별 의료기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생·보건교

육을 실시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의료혜택 제

공이 가능하도록 환경기반을 만들고 있습니

다. 또한, 현지 학교에 다양한 교육용품을 기

증하고, 예체능 수업으로 구성된 방과후 교실

을 운영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단독협상자 

대상 선정

포스코대우는 2016년 7월, 금융조달 능력 및 

사업 솔루션 제공 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미얀

마 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쉐타옹 70MW급 가

스복합화력발전소 민자발전사업(IPP) 국제경

쟁입찰에서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

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연평균 9.6%의 수요

성장이 예상되는 미얀마 전력시장에서의 입

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향후 

미얀마 시장에서 다양한 투자 사업을 확대하

여 한국 업체들의 미얀마 진출을 촉진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

지원

포스코대우는 2015년부터 국내 저소득 다

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체계

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어능력

시험 및 국적취득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

는 등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적

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

소년들이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가족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찾고 한국문화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하

고 있습니다.

미얀마 안면기형 어린이를 위한
의료봉사 “Smile For Children” 실시

포스코대우는 2015년부터 국내비영리의료

법인과 함께 안면기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소외지역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사

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료 수술을 지원하

는 “Smile For Children” 프로그램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지식과 수술기술을 전달하고, 더 나아

가 의료협력을 통해 향후 미얀마 의료진이 

독자적으로 수술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S 합병결의

포스코대우는 2016년 11월에 포스코P&S

의 철강사업부문 분할합병을 결의하였고, 

2017년 3월 1일,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합병을 통해 포스코대우는 포스코그

룹의 철강 유통채널을 일원화하는 동시에, 

판매와 가공의 철강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고객 맞춤 대응을 위한 솔루션마케팅 역량

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철강 사업

에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충하며 글로

벌 종합 사업회사로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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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는 국제무역,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자원개발, 신성장 사업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인재’, ‘창조적 도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입니다.

01회사소개



POSCO DAEWOO CORPOR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6 01 회사소개                     02 지속가능경영 체계                     03 지속가능경영 성과                    04 Appendix 10 _ 11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매출액 10억 원 20,408 17,527 16,492

영업이익 10억 원 376 369 318

영업이익률 % 1.8 2.1 1.9

자산 10억 원 9,341 8,043 8,289

부채 10억 원 6,966 5,622 5,785

자본 10억 원 2,375 2,421 2,504

부채비율 % 293.3 232.2 231.1

자기자본이익률(ROE)  % 7.61 4.53 4.96

포스코대우 소개 포스코대우는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고객사들과 철강, 자동차부품, 비철, 식량물자, 화

학 등의 상품을 거래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오거나이저로서 발전, 철도, 항만, 플랜트 등의 프로젝트를 수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딩 영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상사형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신성장 사업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분야인 석유/가스, 광물, 식량자원개발 분야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포스코대우

설립일 1967년 3월 22일

대표이사 김영상

주요 사업분야 무역,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자원개발 등

임직원수 7,046명(국내 951명, 해외 6,095명)

해외 거점 51개국 84개 거점

매출 16.5조 원

영업이익 3,181억 원

주소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연락처 (전화) 02-759-2114

일반현황

신용등급 현황

조직도

비전 및 전략

요약재무성과(연결)

(기준: 2016년 12월)

(기준: 2017년 3월)

(기준: 2017년 3월)

경영지원본부

경영기획실

투자관리실

재무회계실

국제금융실

법무실

인프라지원실

철강1본부

강건재열연사업실

조강선재사업실

에너지조선강재사업실

철강원료사업실

후판가공사업부

철강2본부

자동차강판사업실

전기전자사업실

스테인리스사업실

STS사업부

TMC사업부

기계인프라본부

전력에너지사업실

자동차부품사업실

기계운송사업실

인프라플랜트그룹

물자화학본부

비철사업실

식량사업실

석유화학사업실

화섬물자사업실

자원개발본부

자원탐사실

자원개발실

가스전운영실

광물개발그룹

정도경영실 HR지원실신성장사업실

사 장

Beyond Trade,
Pursuing
FUTURE BUSINESS

Global Network 플랫폼을기반, Value-Chain 심화를 통해

종합사업회사로 도약

비전

목표

전략

방향

핵심

가치

2 Core
(철강, E&P)

글로벌 메이저 도약

3 Expansion
(식량, 자동차부품, IPP*)

전략적 육성

사업 고도화,
미래수익원 발굴

핵심 경쟁력 제고

•인재를 최우선시

•세계 최고 전문성

•도덕과 열정 겸비

•가치있는 도전

•창의적 수익모델

•진취적 사고

•내부 시너지

•그룹사와의 협력

•고객/지역과의 신뢰

We Make BUSINESS슬로건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최고의 인재 창조적 도전 신뢰와 협력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한국신용평가 AA-(안정적) AA-(안정적) AA-(안정적) 

나이스신용평가 A+(안정적) A+(긍정적) AA-(안정적)

한국기업평가 A+(안정적) A+(안정적) A+(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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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지배구조의 투명성

포스코대우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 원칙 아래 경영자들이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이사회는 법령 또

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기본 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현황

포스코대우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선임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

니다.

감사위원회

포스코대우는 상법 제415조의 2, 상법 제542조의 11 및 정관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

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합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서류 및 장부 등을 열

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에게 출석 및 답변 등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현황

포스코대우는 2016년 총 8번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암바토비 니켈 PJT Exit 실행계획 승인, 미얀마 해상광

구 평가 및 탐사시추 추진, 연말 기부금 출연 결의 등 총 28건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2016년 이사회 출석률은 

96.9%입니다.

구분 성명 직위 주요경력

사내이사 김영상 사장 (대표이사) 
●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
●  현) 포스코대우 사장

사내이사 전국환 경영지원 본부장 
●  포스코ICT 대표이사 전무
●  현) 포스코대우 경영지원본부장 

비상무이사 정   탁 비상무이사 
●  대우인터내셔널 열연본부장
●  현) 포스코 철강사업전략실장 

사외이사 최도성 감사위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  현) 가천대학교 국제부총장 

사외이사 송병준 감사위원 
●  제18대 산업연구원장
●  현) 팬코 수석부사장 

사외이사 강희철 감사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현)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사외이사 이기영 감사위원 
●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  현) 경기대 경상대학 교수

2016.01.26 
1) 제1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2016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총액 한도 승인의 건  
3) 미얀마 공동운영계좌 서명권자 변경의 건 

2016.02.25 

1)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2) 인도무역법인 앞 본사지급보증 제공의 건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건  
4) 2016년 인천포스코고등학교(자사고) 운영 기부금 출연의 건
5) 미얀마 공동운영계좌 서명권자 변경의 건 

2016.03.14 

1)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자 결정의 건  
2) 이사회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결정의 건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이사 겸업 승인의 건  
5)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6) 2016년 이사보수한도 운영 계획의 건 

2016.04.28 1) 인도무역법인 앞 본사지급보증 제공의 건 

2016.05.27 
1) 암바토비 니켈 PJT KORES 대납금 상환의 건 
2) 미얀마 해상 AD-7 광구 평가 및 탐사시추 추진의 건 
3) 회사채 발행의 건 

2016.07.28 
1) 암바토비 니켈 PJT Exit 실행계획 승인의 건  
2) 아동용자전거 기부의 건 

2016.11.04 
1) 분할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2)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3) 대우제지 지분 및 채권 정리계획(안) 승인의 건 

2016.12.13 

1) 2017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2) 분할합병계약 변경 승인의 건  
3) 2017년 단기금융 한도 승인의 건  
4) 인도무역법인 앞 본사지급보증 제공의 건  
5) 연말 기부금 출연의 건 

2016년

이사회 출석률

96.9%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포스코대우는 상법 제542조의 8,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및 추천 등을 심의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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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국제무역

포스코대우는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84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180개국의

장기 우량 파트너와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2017년 포스코P&S 철강사업부문

합병으로 유통, 가공 등 공급망을 확대하며 트레이딩 수익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포스코대우는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오거나이저(Organizer)로서 발전, 

철도, 항만, 플랜트, IT 설비 등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민자발전사업

(IPP)과 같이 지분 투자 및 시설의 운영 관리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디벨로퍼(Devel-

oper)로서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포스코대우는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자원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을 비롯하여,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인도네시아 팜 사업 등 석유/가스, 광물, 식량 

자원 분야에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자원개발회사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 기업인 포스코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수한 철강사의 제품을 아시아, 유럽, 미주, 중동, 

CIS 등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P&S의 철강사업부문을 합병함으로서, 국내 유통 및 

임가공서비스 사업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국내외 밸류체인을 통합한 철강전문 상사로 자리매김하고 있

습니다. 

1984년 국내 종합상사로는 유일하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역 전문 조직을 갖춘 이래 전세계 70여개

국, 250여개 이상의 고객사들에게 자동차, 자동차부품, 관련 엔지니어링 기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

국은 물론 일본, 유럽을 상대로 엔진 및 변속기(TM; Transmission), 조향장치, 현가장치, 구동부품 등

의 OE(Original Equipment) 부품과 타이어, 배터리 등의 RE(Replacement Equipment) 부품을 공

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중장비, 산업차량, 엔진, 농기계, 공작기계, 프레스 등의 수출 및 삼국간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주요 건설 및 산업 현장에 일괄 거래 상품(Package Deal)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쌓

아가고 있으며, 축적된 비즈니스 경험으로 사업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 산업 분야에서는 가전 

제품을 비롯하여 IT, 통신장비 등 전자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 필수 소재라 할 수 있는 비철금속(Non–Ferrous Metal)의 수출/수입 및 삼국간 거래를 활

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기초산업 원자재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거래 

물량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6대 비철 기본금속 및 제선, 제강원

료의 우수한 트레이딩 전문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글로벌 주요 업체들과 어깨

를 견주며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쌀, 밀, 옥수수, 보리 등 주곡과 대두, 유지, 부원료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국내 수입과 삼국간 거래를 통

해 풍부한 사업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사 중 유일한 런던곡물거래업협회(GAFTA; 

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 및 유지류거래업협회(FOSFA; The Federation of Oils, 

Seeds, Fats Association) 회원사로서 농산물을 트레이딩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식량자원 투자 사

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Gasoline, Gas oil, Fuel oil 등)과 석유화학의 기초 아이템인 납사, 프로필렌 및 아로마틱 제

품 등 업스트림(Up-Stream) 분야를 비롯하여 합성수지, 화섬원료, 합성고무 등의 다운스트림(Down-

Stream)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의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사와 전략

적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원료공급과 경쟁력 있는 완제품 확보를 통해 공급업체와 수요가

가 동반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유럽의 ‘Boots’ 및 ‘Douglas’ 등 해외 유통브랜드에 진출하여 국내 제조

사와 해외 동반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대 소비재 시장인 중국 절강성 이우시에 한국 

상품관을 오픈하고, 중국 내 전 지역으로 판매망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무역 부분은 국내외 공급

처 다변화를 통해 수출/수입 및 삼국간 거래를 확대하고 있으며, 육류사업은 국내 최초로 한우를 수출하

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면방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종합상사로서는 유일하게 면사, 

화섬사, 직물 등의 제품을 생산 및 판매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단계부터 다자개발은행(DM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등을 통한 자금 조달 뿐

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 및 조인트벤처를 구성, 국제 입찰에 참가하여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수주, 운영 및 유지 보수 사업(O&M; Operation&Maintenance)까지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프로젝트 사업은 화공, 제철, 제지, 곡물 플랜트 분야 엔지니어링 기술지도, 노하우 등 유무형의 용

역제공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EPC 프로젝트 오거나이징을 의미합니다. 포스코대우는 특히 LNG 수입 터

미널(LNG Receiving Terminal) 사업에 직접 투자를 포함한 파이낸싱 연계 투자사업 및 운영사업까지 참

여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가스복합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등의 발전 분야와 송배전 EPC 사업,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사업 등 송변전 분야, 태양광발전, 신재생발전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프로젝트 

오거나이저 겸 디벨로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플랜트 사업인 석유화학공장(Petrochemical 

Plant), 정유공장(Oil Refinery), 가스 플랜트(Gas Plant), LNG 탱크 및 탱크 터미널 등의 분야에서도 기존 

EPC 사업을 포함한 투자 및 운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석유/가스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석유가

스 자원개발은 포스코대우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전세계에서 다양한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가스전은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유전ㆍ가스전 중 최대규모입니다. 

유연탄, 동, 니켈 등 전략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사업 투자를 통해 업스트림(Up-Stream) 영역으로의 밸

류체인(Value-Chain)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구매계약

(Off-Take Agreement)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여 트레이딩 조직과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곡물 및 유지 트레이딩 역량을 기반으로 식량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밀, 옥수

수, 대두, 쌀 등 4대 곡물의 밸류체인 (Value-Chain) 확장을 목표로 곡물 사일로, 수출 터미널, 곡물 가공 

시설, RPC (Rice Processing Complex) 등의 곡물 유통 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및 플랜트

철강
철강제품(강건재열연, 
에너지강재, 자동차강
판, 스테인리스 등) 및 

철강원료

자동차
및 부품

OE부품, RE부품,
상용차, 승용차 등

기계
및 전자

중장비, 산업차량,
IT, 통신장비 등

비철
동제품, 경금속,

니켈 등

식량
쌀, 밀, 옥수수,

보리 등

석유화학
석유/가스,

합성고무, 화섬원료,
합성수지 등

석유/가스
미얀마, 페루, 

베트남, 캐나다 등

광물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얀마,
호주 등

식량자원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생활물자
및 섬유

화장품, 생활용품,
수산물, 육류,

섬유 등

전력
및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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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포스코대우는 전세계 51개국에 분포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POSCO DAEWOO CORPOR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6

한국 아시아(중국제외) 중국 북미 기타 

매출액
(백만 원) 958,655 6,605,559 3,158,634 1,444,312 4,324,930

법인 13개

산하법인 2개

산하지사 12개

산하사무소  6개

무역법인 및
산하지사

무역지사 및 
산하사무소

투자법인

지사 31개

산하사무소 6개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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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

총 해외 네트워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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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영역 중장기 방향성 통합보고 6대 자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 Core 사업과 3 Expansion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해 종합사업회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재무자본]

[제조자본]

윤리준수를 더 나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입니다.
[인적자본]

가치창출의 원천은 임직원의 창의와 역량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해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조자본]

[지적자본]

구성원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건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자본]

[인적자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솔선수범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공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관계자본]

사업 과정에서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겠습니다.
[자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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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체계 포스코대우가 생각하는 지속가능경영은 지속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에 기반하고, 사업 운영상의 사회, 환경

적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방향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ㆍ환경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CSR 위원회

포스코대우는 2012년부터 CSR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SR위원회는 CFO가 주관하여 정기/수시회의

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경영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CSR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언론, 사회책임투자기관(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비정부기관(NGO)들이 주시하는 당사 해외 사업장의 인권, 환경 문제, 사회

공헌 활동 등 주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아젠다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합니다.

CSR위원회 구성

경영지원본부장

홍보그룹

정도경영실 경영기획실 투자관리실 국제금융실

IR섹션

법무실 영업조직

CSR위원회 운영현황

포스코대우 CSR위원회는 2016년 총 3회 운영되었습니다.

2016.03.10
[안건 1] 해외 사업장 CSR 이슈 현황

[안건 2] CSR 규정 개편 논의

[안건 3] 주요 이해관계자 소통 방안 제고

2016.07.19
[안건 1] 지속가능경영 체제 수립 및 보고서 발간 추진

[안건 2] 인도네시아 팜농장 환경관리 체계 고도화 및 환경사회보고서 발간 추진

[안건 3] 해외사업장 CSR 이슈 현황

2016.11.28
[안건 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영역별 추진과제 선정

[안건 2] 해외사업장 CSR 이슈 현황

(위원장) : 상임조직

: 비상임조직

(간사)

(기준: 2017년 3월)

윤리경영 강화

사업고도화

인재 양성

구성원 존중

사회공헌 강화

친환경경영 추진

포스코대우 지속가능경영 전략

*통합보고 6대 자본 : 재무자본, 제조자본, 인적자본, 지적자본, 사회관계자본, 자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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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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

워크를 적용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포스코대우의 가치에 대하여 통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nput Business Activity Output/Outcome Stakeholder Impact

   재무자본

• 매출액 : 16조 4,921억 원

- 무역 : 15조 7,576억 원

- 자원개발 : 5,946억 원

• 당기 순이익 : 1,222억 원

• 주당 순이익 : 977원

• 총 자산 : 8조 2,888억 원

   재무자본

[주주/투자자] 회사가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무자본의 분배를 적절히 하여 

최고의 성장과 배분을 이루는 것 

   지적자본

• 각 사업본부별 전략 방향 수립 및 승인

- 2017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승인

• 특허 등록 : 3,498건(누적)

   지적자본

[고객]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서

혁신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는 것

   인적자본

• 교육 프로그램 수 : 582개 

• 총 교육시간 : 70,720시간

• 육아휴직 복귀자 수 : 8명

• 임직원 사고건수(휴업도수율) : 0건(0%)

   인적자본

[임직원] 다양성을 존중하고 능력 있는 임직원을 확보하며,

역량개발 지원을 통해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사회관계자본

• 총 자원봉사 시간 : 18,357시간
• 총 자원봉사 참여자 수 : 929명

• 의료혜택 수혜자 수 : 7,128명

   사회관계자본

[지역사회] 국내외 사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여 지역사회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

   자연자본

• 온실가스 배출량 : 4,158 tCO2(Scope1+2)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공급 건수 : 563건

• 폐기물 재활용량 : 206톤

• PT.BIA 환경관리 고도화 체계 구축

   자연자본

[지역사회] [정부/국제기구] 국가 및 국제규범의 환경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운영과정에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환경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 

   제조자본

• 주요 상품 및 제품 판매

- 수출 : 7조 5,153억 원(매출액 대비 45.6%)

- 내수 : 6,026억 원(매출액 대비 3.9%)

•  미얀마 가스생산량 : 5억입방피트/ 일

   제조자본

[고객] [주주/투자자] 회사가 확보한 해외 네트워크와

역량을 제품 판매 및 생산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중장기 목표 및 전략

철강 식량E&P 자동차부품 IPP

사업 및 제품

무역

철강/철강원료

비철

화학

식량 및 섬유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전자

생활소비재

투자 및
프로젝트

인프라 및 플랜트 프로젝트

전력 및 에너지 프로젝트

자원
개발

석유/가스

광물자원

식량자원

   제조자본

• 유형자산 : 6,661억 원

•  미얀마 해상파이프라인 : 직경 32인치, 길이 100km 

•  인도네시아 팜농장 : 34,195ha (약 1억평)

   재무자본

• 2001년 3월 23일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 발행 주식의 총 수(보통주) : 113,876,291주

• 주주 및 투자자 금융자본 조달

• 주주총회 등 경영현황 공개

   지적자본

• 무형자산 : 1조 6,629억 원

•  연구개발비 : 749억 원

    (무형자산 취득액 + 연구개발비용)

   인적자본

• 국내 종업원 수 : 951명

• 이사회 : 사내이사 2명, 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 신규 채용 수 : 47명

• 교육 훈련비용 : 11.1억 원

• 평균 근속연수 : 9.4년

   사회관계자본

• 전세계 51개국 총 84개 해외 네트워크

•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운영

• 사회공헌 투자비 : 11.4억 원

   자연자본

• 에너지 사용량 : 1,639 TOE

• 폐기물 발생량 : 206톤

• 용수 사용량 : 48,142톤

2 Core 3 Expansion

“2 Core + 3 Expansion 사업 중심 Value-Chain 확장” 

* 해외법인 포함

* 해외법인 제외

* 해외법인 제외

* 해외법인 제외

Beyond Trade,
Pursuing
FUTURE BUSINESS

Global Network 플랫폼을기반, Value-Chain 심화를 통해

종합사업회사로 도약

비전

목표

전략

방향

핵심

가치

2 Core
(철강, E&P)

글로벌 메이저 도약

3 Expansion
(식량, 자동차부품, IPP*)

전략적 육성

사업 고도화,
미래수익원 발굴 핵심 경쟁력 제고

•인재를 최우선시

•세계 최고 전문성

•도덕과 열정 겸비

•가치있는 도전

•창의적 수익모델

•진취적 사고

•내부 시너지

•그룹사와의 협력

•고객/지역과의 신뢰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최고의 인재 창조적 도전 신뢰와 협력

We Make BUSINESS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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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

포스코대우는 이해관계자와 공감하는 지속가능경영의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수행하였습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  증권사, 관세법인, 제조파트너, 전략물자원, 동방사회복지회, 비전케어 등과 대면 인터뷰(2016.10)

포스코대우는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주주/투자자, 고객(구매처/판매처), 정부/국제기구, 지역사회 및 시민단

체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의 소중한 의견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밑거름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주/
투자자

고객

정부/
국제기구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활동

임직원

노사협의회
고충처리 제도
임직원 만족도 조사
뉴스레터
사내웹진

임직원 만족도 조사(P-GWP; POSCO 
Great Work Place)를 통한
임직원 만족도 파악(매년)
사내웹진을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주주/투자자

IR 활동
주주총회
Analyst 미팅: 379회

고객

고객 의견 청취 인터뷰 및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 접수

정부/국제기구

국제기구 간담회 참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세미나 참석 
UN 인권이사회 방한 기업 간담회 참석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
미래인재 육성 사업
보건의료 지원 사업
취약계층 보호 사업 등

포스코대우의 가장 큰 사업 경쟁력은 해외 인적 네트워크와 자원개발의 전 과정에 대한 경

험이며 이는 포스코대우의 경제적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단기

적 투자 변수는 유가와 원자재가격,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품목의 확대로 예상됩니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역시 석유/가스 부문이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운반과정

에서 폭발이나 누출에 대한 안전성 점검, 플랜트 건설과정에서 환경폐기물 등의 위험관리

가 중요합니다. 또한, 인적자원 현황, 국가별 인적자원 분포, 환경보호정책, CO2 감축 정책 

정보공개 및 사회공헌활동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대우는 직접적으로 고객과 접점에 있는 파트너사인 만큼 제품, 기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규사업, 시장/기술 트렌드 등과 같이 미래 사업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해주면 같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대기

업에서 알고 있는 친환경경영(철스크랩 처리, 폐유/절삭유 처리 등)의 노하우를 전수해 준

다면, 파트너사의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스코대우는 전략물자의 주요 수출기업인 만큼  전략물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

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전략물자의 모니터링 범위를 자회사, 나아가 

최종 제조사까지 넓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과거부터 가져온 무역역량과 네트워크 기반이 탁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나가기 위해 기업문화, 직원성장에 대한 투자 등도 일류 수준

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UN이 발표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맞게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포스코대우의 해외 사회

공헌활동의 경쟁력은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공헌 활동은 사업 규모도 중

요하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진정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회

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상생하는 사회공헌활동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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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포스코대우는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검토하여 이해관계자 관심사항과 

회사의 성장에 영향력이 높은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최초로 발간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2016년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활동에 대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지속가능경영 이슈풀 선정을 위해 지속

가능경영 트렌드 및 국제 가이드라인에

서 요구하는 중점사항을 정리하였습니

다. 포스코대우를 둘러싼 경제, 환경, 사

회 분야의 총 23개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을 확정하여 중대성 분석에 활용하였

습니다. 

이슈풀 선정 내외부 이슈 확인

평가 매트릭스 작성우선순위 선정검토유효성 검토

작성된 중대성평가 매트

릭스 결과에 따라 지속가

능경영보고서 내에 보고

해야 할 중대이슈를 도출

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 국

내외 미디어 분석, 국내외 상사업종 벤치

마킹,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설문조

사를 통해 회사의 성장에 영향력이 높은 

이슈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슈 도출을 위해 이해관

계자 관심도 및 회사 영향

력이 높은 순위에 따라 중

대성평가 매트릭스를 구

성하였습니다.

도출된 중대이슈는 경영

진 보고를 통해 유효성을 

검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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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성 평가 결과 선정된 중대이슈와 관련된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이슈 포스코대우 활동 자본 유형 주요 이해관계자 GRI Aspect 

1 국제 · 국가의 법규 준수 사업별 국가 및 국제 법규 리스크 파악,
수입규제 리스크 관리 활동 등 인적자본 정부/국제기구 사회, 환경,

제품책임 

2 임직원 인권보호 해외 사업장 인권실사 (2016년 3회) 등 인적자본 임직원 인권 

3 기업윤리 준수 및 반부패 윤리규범에 따른 업무 수행, 공정거래 준수 활동 등 인적자본 임직원 사회 

4 투자사업 등 사업 구조의 확대/변화 2 Core + 3 Expansion 사업의 경쟁력 강화   재무자본, 제조자본 주주/투자자 경제 

5 글로벌 인재 육성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강화  인적자본, 지적자본 임직원 노동 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6 직원 안전 및 건강관리 무재해 안전사업장 운영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 및 실행 인적자본 임직원 노동 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7 밸류체인의 지속가능성 확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중소/중견기업 공정거래
컨설팅 지원 활동 등 제조자본, 사회관계자본 파트너 경제 

가격, 업체정보 등의 기밀정보 보안 관리

고객만족도 향상(신속한 클레임 대응)

밸류체인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제 · 국가의 법규 준수

글로벌 인재 육성

기업윤리 준수 및 반부패

기존 저마진 사업 아이템의 구조조정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절약)

사회공헌 활동

상호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생물다양성 및 자연보존

원재료/용수 사용 절약 및 폐기물 절감

일과 삶의 균형 유지

일자리 창출

임직원 인권보호

임직원의 공정한 성과평가 보상

적극적 이해관계자 소통(정부, NGO 등)

직원 안전 및 건강관리

직원 출장 및 제품운송 시 환경 영향 저감

친환경 사업개발 및 친환경 제품 트레이딩

통합적 환경 관리체계 구축 및 임직원 환경 관심 제고

투자사업 등 사업 구조의 확대/변화

현지 채용 및 현지 물자의 구매 확대

STEP STEP

STEPSTEP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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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경제

2 Core
Business 2016년 성과

2016년 성과

중장기 방향성

중장기 방향성

포스코대우 철강사업 부문은 글로벌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포

스코 철강제품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유럽 등의 경쟁력 있

는 글로벌 밀(Mill)들과의 협력을 통해 2016년 935만톤의 판매

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포스코 수출 판매량을 2015년 500

만톤에서 2016년 523만톤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솔루션

마케팅을 추진하여 글로벌 우량 고객들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WP(World Premium) 제품 판매를 51%까지 확대하여 포스코

의 해외 고급강 판매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인도

네시아 PT. KRAKATAU, POSCO 인도, POSCO Maharashtra, 

브라질 CSP, 태국 TCS 제품 등 포스코 해외생산기지 제품 판매 

96만톤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대우 석유/가스 개발사업은 철저한 생산 관리를 통해 미

얀마 가스전의 생산량을 최적화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미얀마 해상 AD-7 광

구내 위치한 딸린(Thalin) 유망구조에서 가스층을 발견하였습니

다. 또한 방글라데시 남부 심해 DS-12광구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의 협상을 완료하고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광구는 

딸린 가스 발견 구조의 인근 지역으로, AD-7 광구와 유사한 지질 

구조로 확인되어 추가 가스전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통상마찰, 가격경쟁 심화 등 다양한 

변화요인으로 인해 철강 업황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한 가운데, 포스코대우는 이를 극복하고 나아가 어려움 속의 경

쟁력을 찾고자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

업부였던 철강원료 무역 사업을 철강본부로 통합하고, 철강제품 

내수판매 노하우 및 가공설비를 보유한 포스코P&S와 합병하여 

철강제품 및 원료 거래, 가공/제작에 이르는 철강 다운스트림 밸

류체인 전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

내외를 아우르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철강 전문 무역회사로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개발사업은 미얀마 가스전의 2단계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미얀마 AD-7 광

구 탐사를 수행하는 등 추가 가스전 발견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

니다. 이 외에도 아시아 및 중동 지역에서 우량 광구의 사업권을 

확보하여, E&P 전문 사업회사로 지속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

통합 시너지 기반 솔루션 강화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작업 성공적 완수

철강재 해외 판매 고도화

미얀마 AD-7, 방글라데시 DS-12 
광구 탐사작업 성공적 추진

Value-Chain 확장

아시아 국가 중심
신규 탐사 참여

내수 Captive 수요 확대

 미얀마 가스전 목표
생산량 지속 달성

글로벌 수주 기반 확대

추가 가스전 발견

중장기 사업 기반 확대

추가 광권 획득

전략
방향

전략
방향

전략
목표

전략
목표

철강사업

석유/가스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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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영역 2016년 성과

2 Core
사업의

Global Top
수준 역량

확보

철강사업

식량사업

석유/가스
개발사업

자동차
부품사업

IPP사업

3 Expansion
사업의

전략적 육성

▶ 철강 거래 톤수 : 935 만톤

▶ 매출액 : 59,421 억 원

▶  미얀마 가스전 1일 생산량:

    5억 입방피트

▶ 곡물 판매량 : 277 만톤

▶ 수주량(누적) : 15억 달러

▶ 확보된 누적발전용량 : 130MW

Value-Chain 확장 및
국내외 수주기반 확대

추가 탐사/개발 주력으로
신규 생산 확대

해외 조달체계 확보,
1천만톤 판매 기반 조성

KD(Knock-Down) 생산
Joint Venture 및
완성차 유통망 확보

전략국가 신규 사업권 획득

중장기 목표

배경

2016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을 위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 글로벌 거시 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

의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유국의 감산 기대 및 기저효과 등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소폭 반등하였으나, 연평균 기준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낮은 원자재 가격 추세가 지속되었

습니다. 이에 국내 경제 또한 수출 부진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경기 회복이 둔화되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급변하

는 국내외 시장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글로벌 역량에 기반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Approach

포스코대우는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기존 상품 수출 및 중개 영역을 넘어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개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종합상사를 뛰어넘는, 종합사업회사로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

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높은 정보력과 우수한 신용도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 Core + 3 Expansion” 사업인 철강, 석유/가스 개발사업, 

식량, 자동차부품, IPP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견실한 수익구조를 구축할 것입니다.

성과 및 목표



POSCO DAEWOO CORPOR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6

인프라지원
실장

국제금융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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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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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pansion 
Business 2016년 성과

2016년 성과

2016년 성과

곡물
조달기반 구축

부품 해외
생산거점 확보

해외 발전자산
안정적 운영

곡물/유지류
거래 물량 확대

완성차 KD사업 확대 및
해외 공동투자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5대 전략국가
전력 프로젝트 수주 본격화

신규시장 개척 및
대형 수요 개발

전략국가
사업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제휴

해외 유통시장
진출 추진

사업 유형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IPP 인력 정예화

중장기 방향성

중장기 방향성

중장기 방향성

포스코대우의 자동차부품사업은 북미․유럽 등 핵심시장에서 적

극적인 현지화 전략 및 품목개발로 15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하

였습니다. 특히, 미국 미시간주 소재 폰티악 공장에서 자동차 구

동용 부품을 조립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부품 핵심

사업인 우즈베키스탄향 부품공급 사업도 차체부품에서 엔진부

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신성장 시장인 인도에서는 

현지 소싱, 판매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미얀마 70MW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단독

협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 낙찰지위를 확보 하였습니다. 양곤에

서 북서쪽 270km 떨어진 바고(Bago)주 인근에 위치하게 될 이 

발전소는 향후 20년간 생산될 모든 전력을 미얀마 전력공사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파푸아뉴기니 POM 발전소는 1999년 이후 

17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완공 

및 전력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파푸아뉴기니 LAE 발전

소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에서 곡물 공급망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조

달 능력을 확보하고, 중국, 아시아, MENA* 등 핵심 지역의 곡물 

판매량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20년 1천만톤 거래 체

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식량자원의 국

내 수입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려 국가차원의 식량안보에 기

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MENA: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자동차부품사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도, 중국 등 소싱 국

가를 다양화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법인은 공장라인의 증설

을 통해 북미에서의 자동차 부품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핵심부품업체 지분투자 및 현지화 투자

를 확대 추진하고, 미래 성장산업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등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부품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IPP사업 부문은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포스

코에너지, 포스코건설 등 그룹사와의 협력을 통해 신규 발전소

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적 발전원인 가스 

외에도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 노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대우는 2020년까지 2GW

의 발전용량을 확보하여, 민자발전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인 수익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Value-Chain 확대를 통한 곡물 사업 고도화

자동차부품 수직계열화

IPP용량 2GW 달성

중기 전략
목표

중기 전략
목표

중기 전략
목표

전략
과제

전략
과제

전략
과제

식량사업

자동차부품사업

IPP사업

리스크 관리 리스크관리 거버넌스

포스코대우는 광범위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를 둘

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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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관리위원회

포스코대우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고자 전사 차원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위원회는 여신거래 추진에 따른 제반 리스크 점검, 채권의 효율적 회수, 관리 및 외환 위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영업 거래형태별 리스크 요인을 구체화하여 안건별로 다각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리스

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면밀한 심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기(旣) 승인내역에 대해서는 거래조건 준수 여부 및 추가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

화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리스크 변동사항을 포착하고, 이에 따라 거시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포스코대우는 거래 시 파트너사의 경영 안정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를 영업 활동에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리

스크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내외 거래선과 협업 및 수출입 업무 진행 시 부실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파

악한 리스크를 신(新)여신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

습니다. 

포스코대우 조기경보시스템은 거래선의 부도가능성 등 부실징후를 등급화하고, 등급 변동 시 사내 시스템에 즉시 

통보함과 동시에 여신한도에 실시간 반영하여 거래 전 또는 거래 추진 중에도 해당 정보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대

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대우 거래선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신용 정보망(금융기관 등)에 제공합니다.

경영지원 본부장

ERM 그룹장

법무
실장

각 영업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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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는 2015년 런던곡물업협회(GAFTA;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 회원사 자격을 취득한 데 이어, 2016년 유지

류 거래 인증기관인 유지류거래업협회(FOSFA; The Federation 

of Oils, Seeds, Fats Association) 회원사 자격을 취득하며 그 동

안의 식량 트레이딩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우크

라이나 대형 곡물 기업인 페드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취급량 

100만톤을 돌파하는 등 안정적 곡물 조달 기반을 확충하였습니

다. 국내 수입도 확대하여 국가식량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중국 지역 판매

량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곡물 거래량은 2015년 84만톤에서 

277만톤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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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 운영체계

신(新)여신관리체계(PDW-Rating) 

포스코대우는 여신거래 시, 포스코대우만의 신(新)여신관리체계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新)여신관리

체계란 거래선의 국가, 외부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포스코대우와의 실적 등을 반영하여 거래선의 신용등급별 적

정여신한도를 차등부여하는 관리체계로, 포스코대우는 신(新)여신관리체계 운영을 통해 여신거래 리스크를 최소

화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리스크 관리

포스코대우는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

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수입자 등급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의무사항인 무역보험 및 적하보험 가입을 이행하고 있습

니다.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정기적으로 수출입신고 정정 현황을 공시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

다. 또한 수출입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관부서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관리

포스코대우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대외무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도에는 전략물자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포스코 그룹사인 포스코ICT에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공유하고 포스코ICT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

포스코대우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관련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받고 신뢰성과 안정

성을 공인 받은 AEO 업체로서 신속통관, 담보생략 등 다양한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AEO의 

공인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공인기준(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에 대

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규준수도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수출입신고 오류사항을 분석하여 수출입신

고 정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AEO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대응과 부서간 협조 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포스코대

우는 이를 위해 영업(전략)그룹, 물류그룹, 정보시스템그룹, 영업회계그룹 등 관련 부서별로 수출입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수출입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AEO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 거래 통제부실거래선 조기경보거래선 실체확인 및 신용조사

● 거래선 등록 시 실체성 확인 강화
●  여신 거래시 신용등급 확인 및

   거래선별 PDW-Rating 한도 신청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  등급 변동 및 이슈 발생 시 유관   

조직 e-mail 통보 
●  신용평가사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  국내거래선 신용정보 변동 시 

e-mail 수취

●   승인 여신한도내 거래진행
●  등급 변동 및 이슈 발생 시 

시스템 상 거래 자동 통제

포스코대우  AEO 공인 현황

자율준수무역  거래자 등급 현황
                           (2017년 3월 기준)

등급

인증 기간

AAA

AA

A

A등급

12개사
(포스코대우 포함)

103개사

49개사

2013. 12. 31 ~
2018. 12. 30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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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영역 2016년 성과

윤리경영강화

구성원 존중

인재 양성

지역사회 공헌

▶ 윤리경영 교육: 27회

▶ 비윤리행위 내부감사 실시

▶ 공정거래 교육: 20회

▶ 공정거래 자율 준수 편람 제작

▶ 인당 교육비: 93만 원

▶ 교육과정: 582개

▶ 글로벌 스태프 집합 교육: 77명

▶ 육아휴직 복귀율: 100%

▶   임직원 사고건수(휴업도수율):   

0건(0%)

▶ 인당 봉사시간: 21시간

▶ 사회공헌 투자금액: 11.4억 원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공정거래 준수문화 정착

해외 사업장 글로벌 스태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인권위험 평가 프로세스 구축

사회공헌 비전 및 체계 구축,
현지 밀착형 사회공헌사업 개발

중장기 목표

배경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책임있는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회사의 경우, 전세계의 고객을 상대로 다수의 제품을 거래하고 있는 만큼 다양

한 사회적 이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스코대우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Approach

포스코대우는 사업 운영상의 사회적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2016년 윤리경영강화, 인재양성, 구성원존

중, 지역사회 공헌의 사회분야 4대 추진영역에 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충실히 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과 및 목표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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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경영

포스코대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사업회사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해 CEO 직속

으로 정도경영 조직을 운영하며, 윤리에 대한 가치를 조직 운영상에 철저히 반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체계 

포스코대우는 글로벌 기업에 걸맞는 기업의 윤리성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도경영실에서는 윤리규범 체계 수립, 다양한 윤리교육, 포스코패밀리 윤리실천 프로그램 운영, 윤리규범 위반사

례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실
Integrity

공정
Fairness

정직
Honesty

윤리규범, 준법통제 규정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지침, 반부패 준수지침

■ 비윤리행위 내부감사 실시
■ 윤리실천 프로그램
■ 신고채널(사이버신고, 클린 포스코대우) 운영
■ 명절 선물처리센터 운영
■ 인간존중 설문조사 실시 
■ 윤리규범 준수 서약 및 반부패 준수 서약 시행 
■ 기업윤리 자가진단표 배포

■ 본부별/계층별 맞춤식 윤리교육 
■ 청탁금지법 관련 변호사 초청 특강 
■ 해외조직 주재원 및 글로벌 스태프 윤리교육 
■ 대표이사 포함 전 임직원 윤리경영 및 성희롱 예방 e-러닝

원칙

지침

주요
활동

교육

2016년 윤리경영 교육현황

과정

참석인원

27개

8,566명

2016년 성과 중장기 방향성

■ 비윤리행위 내부감사 실시

■ 윤리실천 프로그램 운영

■ 인간존중 설문조사 실시 

■ 클린 포스코대우 시스템 구축

■  준법의식 제고 및 임직원 동참으로 윤리경영 

체제 확립

■  부정청탁 금지 및 반부패 강화 등에 따른 예방

활동 마련

윤리적 기업문화 및 공정거래 준수문화 정착

포스코대우는 임직원 윤리교육 강화로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조직 리더와 소속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윤리적 리스크를 발굴, 조직별로 과제화하고, 예방활동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 자발적인 윤리실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갑의식 혁신

포스코대우는 2016년부터 포스코패밀리의 갑(甲)의식 혁신 캠페인에 참여하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의식

향상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갑의식 버리기’ 캠페인은 ‘아름다운 언어쓰기’, ‘권위•특권 의식 버리기’, ‘올바

른 고객 응대 방법’, ‘잘못된 관행 개선하기’, ‘업무원칙 확인하기’ 총 5개 테마를 통해 직원들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

였습니다.

감사나눔운동

포스코대우는 감사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 동료, 가족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나로부

터의 혁신이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사내방송을 통하여 동료 및 가족

간의 소통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대우 윤리경영 핵심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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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웹진에 갑의식 버리기 캠페인 자료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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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공정거래

포스코대우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뿐만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국내 법규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 시 따라야 할 거래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의회

포스코대우는 2012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자율

준수관리자,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공정거래 실천리더 및 공정거래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기별 1회 개최

되어 사내 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포스코대우는 201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9대 영역, 32개 핵심요소

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지침을 제정하고, 상임감사를 자율준수 관리

자로 임명하여 매년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정거래 자

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전사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과 하

도급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협의회
개최 일시

하도급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공정거래 컨설팅 횟수

1차

2차

2016년
2016. 06. 03

2016. 11. 28
31회

2016년 성과 중장기 방향성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 하도급부문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 공정거래 컨설팅 지원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등급 유지

■  제조사업장 하도급 리스크 예방활동 및 컨설팅 

지원 강화

중견, 중소기업 공정거래 컨설팅 지원

포스코대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 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

해 중견, 중소기업 등의 공정거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벤

치마킹 및 컨설팅 요청 시, 이에 대한 각종 노하우를 전수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준수 및 확립을 위한 활동

포스코대우는 거래 원장 생성 시, 중소기업과의 거래일 경우 자동 팝업을 통해 공정거래 리스크에 대한 사항을 확

인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하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거한 의무 및 금지 사항을 확

인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시스템 상에서 나타나는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해야만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

니다. 포스코대우 임직원은 매년 초,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마인드 고취를 위해 사내 웹진에 정기적으로 ‘퀴즈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불공정거래 행위 10’ 및 

‘퀴즈와 함께 하는 알기 쉬운 공정거래 10’ 시리즈를 게재하여 임직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교육 건수

공정거래 교육 시간(온라인)

2016년

2016년

20건

1,142시간

최고
경영자의 
자율 준수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

및 배포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내부감독
체계 구축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인센티브
부여

공정거래
관련 

문서 관리

자율준수
협의회
구성

CP 운영
성과 평가

1 2 3 4 5 6 7 8 9

[ 공정거래 자율준수 핵심요소 및 운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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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인재경영

종합사업회사로 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유치 및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

니다. 임직원 역량강화는 포스코대우의 사업 경쟁력 확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업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보유한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상

도전정신을 갖춘 최고의 인재 확보 및 육성을 목표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확보

포스코대우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

하고 있으며, 2016년 47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전세계 7천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

인재 채용 현황

2016년 47명

구분    2016

고용 형태(명) 

정규직 
남 670

여 252

계약직 
남 7

여 22

합계 
남 677

여 274

과장 이상 여성인력 비중(%) 
인원수(명) 29

비중(%) 3.0

2016년 성과 중장기 방향성

■  사업역량을 갖춘 경영자 양성

   -  사외 최고경영자 과정, PECT* 교육,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 역량 함양

   -  중국지역 EMBA,

      현지방문 글로벌 스태프 교육 진행

■  교육 사각지대 해소

   -  실무진 필수교육, 비서 실무교육,   

경력사원 도입 교육 운영

■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 운영
   -  비전과 통찰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경영자를 위한 교육과정
   -  문제해결능력과 사업개발역량을 지닌
      조직장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
   -  글로벌 마인드와 영업역량을 보유한
      상사맨 양성을 위한 과정
   -  회사 핵심가치와 현지 전문성을 갖춘
      포스코대우인 양성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성과

글로벌 역량 함양

포스코대우는 해외유학(EMBA)과정, 글로벌 스태프 본사초청 및 해외방문 교육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개발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해당 과정에 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

포스코대우는 실무진 필수교육, 비서직 실무교육 등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

습니다.

2016년 교육현황

■ 총 582개 과정 운영

   (집합34, e-러닝548)

■ 인당 교육비 93만 원

We Make Business

세계인

세계인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과 다양성
을 존중하는 열린 사고를 가진 
인재를 말합니다. 

창조인

창조인은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와 열정
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독특한 
시각과 접근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를 말합니다.

실행인

실행인은 자기 분야에 대한 전
문적인 기술 및 식견과 건전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임무
를 끝까지 완수하는 인재를 말
합니다.

직무
3%(0.3억)

e러닝
6%(0.7억)

글로벌
27%(3억)

리더십
(승진·토요학습

·신입 등)
64%(7.1억)11.1억

* PECT: POSCO English Communic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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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존중 인권 및 다양성 존중

포스코대우는 한국 및 전 세계 84개 네트워크 사업장에서 약 9천명의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대우는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에 기반한 윤리헌장 및 실천지침을 제정•공포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의 사업 운영은 각 국가별 노동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함은 

물론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위한 실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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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성을 확립한다.

① 인권관련 국제기준의 존중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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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인권존중을 위한 실사의무(Due Diligence)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필요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사 결과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 해결책

을 모색한다.

인권과 관련된 활동 내용과 결과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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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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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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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적법하고 인간적인 고용조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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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지역사회의 인권 존중 노력

회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침해 당한 경우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2016년 성과 중장기 방향성

■  노사협의회를 통한 인사/노무/복리후생제도 개선

   -  통근버스 운영 개선

   - 건강관리실 확장 및 시설 확충

   -  사옥 內 북카페 설치

   - 사내 동호회 운영 활성화

■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직원 참여 확대 및 

긍정적인 조직문화 확산 추진

■  직원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리후생제도 신설/개선

임직원 다양성 존중

포스코대우는 국내 본사 뿐만 아니라 전세계 84개 네트워크에서 현지의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고 육성함으로써 직

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 임직원 및 글로벌 스태프 채용에 있어서 인종, 성별, 종교, 신체 조건

등을 차별, 제한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능력중심의 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고자 

실무직 고졸공채 사원을 선발하는 등 구성원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포스코대우는 미성년자와 모성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산전, 산후 휴가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남성직원의 유급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P-GWP (POSCO Great Work Place)

포스코대우는 매년 임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측정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임직원 만족도조사 P-GWP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임직원의 만족 및 몰입수준을 ‘태도와 인식’ 측면에서 측정하고, 노사관계 및 감사나

눔 지수를 조사하여 그 결과값을 인재경영전략에 반영합니다. 

P-GWP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 임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 성취감, 성장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

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영역은 업무효율성, 소통, 상호신뢰이며 이에 대해 포스코대우는 지속적인 보

완방법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상자(명) 복귀자(명) 복귀율 

육아휴직 복귀
남성 1 1 100%

여성 7 7 100%

해외사업장 인권실사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

2016년

2016년

3개 사업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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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존중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구축

포스코대우는 한국 본사뿐만 아니라, 84개 해외 지사 및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대부분이 사옥

내 근로자이므로 산재발생 위험요소는 적은 편이나 회사의 근간인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을 비롯하여 안전사고 대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옥 안전관리 체계

포스코대우는 임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인천 송도 사옥 동북아무역타워(NEAT Tower; North East Asia Trade 

Tower)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 지진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시나리오 수립, 사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인천 연수구 관할 소방서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수

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사업장 안전체계

인도네시아 팜 오일 사업장 안전체계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팜 오일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자

연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기후적 특성을 감안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 사업장에 화

재예방 포스터 부착 및 안전 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성과 중장기 방향성

■  2016년 남미/아프리카지역 예방접종 건수 ■   황열 위험지역(아프리카 및 남미) 출장 시 

최소 10일 전 예방접종 필요 안내
■   해당국가 출장자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후 출국 안내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출장지역의 전염병 

및 향토병 정보 공유

실시간 위험발생 공유 

포스코대우는 해외 파견직원 및 글로벌 스태프를 통하여 해당 국가의 자연재해, 테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

으로 관련 내용을 사내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은 무장세력에 의한 폭탄테러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

고 있어, 이에 따른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불안정한 국가에 대한 출장을 일정기간 동안 자제

하도록 하여 1차적인 임직원의 출장 위험 요소를 배제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

포스코대우는 위생 및 보건이 취약한 아프리카, 남미지역 등으로 임직원이 출장을 갈 경우, 질환에 대한 정보제공

과 황열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약 복용 후 출국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에서는 자가 처치가 가능

한 상처, 식체 등에 대한 비상약 키트를 구비하고, 출장자가 출발 전 지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열

예방접종 건수

말라리아

콜레라

14건

1건

1건

재해율(LTIF)*

* Lost Time Injuries Frequency

* 범위: 미얀마 가스전 사업장

“무재해 안전사업장 유지를 위한 환경 안전 관리 강화”

HSE 통합관리시스템 보건(Health)

환경(Environment) 안전(Safety)

•자체/외부 감사 수행

•개선 조치 시행

•보건 교육 강화

•사업장 보건 점검 및 개선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미얀마 정부 환경 인증 취득

•사고 방지 캠페인 공모 및 시상

•협력사 안전이력관리제 도입

무재해
안전 사업장

유지

2014       2015       2016

0.94

0 0

출장자 안전관리

포스코대우 임직원은 전 세계를 무대로 영업활동을 펼치며, 수시로 해외 출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대우는 출장자의 안전을 사전 확인하고 비상 시 대응 체계 등 신속한 신변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하였

으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질병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HSE: Health, Safety, Environment

01 회사소개                     02 지속가능경영 체계                     03 지속가능경영 성과                    04 Appendix

 [ 건강관리실 ] [ 비상약 키트 ]



POSCO DAEWOO CORPORATION
SUSTAINABILITY REPORT 2016 46 _ 4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포스코대우 활동

사회공헌 포스코대우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솔선수범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기업문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포스코1%나눔재단과 협력하여 더욱 체계적인 사회공헌 운영 기

반을 구축하였으며, 글로벌 스태프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실천하

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비전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사회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전략방향

UN이 선정한 지속가능 발전목표 연계

포스코대우는 지속가능 발전목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빈곤, 보건, 교육, 성 평등,

환경, 고용과 성장, 불평등,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인류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내용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지속가능 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 

지구적 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안질환 의료지원

소외계층 생활지원

지역아동센터
영어교실 지원

안면기형 의료지원

소외계층 모자보호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지원

지역아동 방과후 영어교육 “Fun Fun 영어교실”

포스코대우는 2011년부터 국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영

어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교육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Fun Fun 영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un Fun 

영어교실”은 영어전문강사를 통한 기초영어교육과 영어 관련 체험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아동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포스코대우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

권리를 보장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도움

을 줄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지원

포스코대우는 2015년부터 국내 저소득 다문화가정 및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어능력시험

(TOPIK) 및 국적취득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문

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가족간

의 유대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찾고 한국문화에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교육지원

포스코대우는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농장 지역사회 발

전과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

고 있습니다. 현지 학교에 다양한 교육용품을 기증하고, 예체능 수

업으로 구성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지원

포스코대우는 세종학당,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 미얀마 양곤에

서 한국어 교육·문화 프로그램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기관

이며, 부산외국어대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얀마어 전공학과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과 협력하여 미얀마 현지인들에게 맞

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양곤 세종학당이 미

얀마 내 한국문화 교류의 거점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Moving Forward Together

미래인재 육성 보건의료 지원 취약계층 보호

인재를 최우선시하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아동·청소년 교육에 앞장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해 형평성을

개선하고 의료사각지대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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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우즈베키스탄]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진사업 “Eye Camp”

“Eye Camp”는 실명위험군에 속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

하는 프로그램으로, 국제실명구호기구와 함께 해외 소외지역 안질환 

환자들의 실명 예방 및 안보건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2013년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를 거

쳐, 2014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무상 안과진료 및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안면기형 어린이를 위한 의료봉사

             “Smile For Children”

“Smile For Children”은 안면기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정

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국내비영리의료법인과 함께 미얀마 소외지역 안면기형 어린이들에게 

무료 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지식과 수술

기술을 전달하고, 더 나아가 의료협력을 통해 향후 미얀마 의료진이 

독자적으로 수술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

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초 의료기록 시스템 구축

포스코대우는 현지 법인인 PT. BIA 및 현지 아비짜 메디까(CV Abicha 

Medika) 보건소와 함께 개인 의료기록카드 제작 등 기초의료기록 시

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의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연 1회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현지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질병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라리아, HIV 등

과 같은 위험한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지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검

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 서포터즈 봉사단

포스코대우는 임직원들로 구성된 ‘포스코대우 서포터즈’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포스코대우가 후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

터를 매월 방문하여 아동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어 일일시장’, ‘영어 아트수업’ 등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어마을 체험’, ‘영어발표회’ 등 문

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문화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서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한사이 봉사단

포스코대우는 2011년부터 임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친한사이 봉사단

을 발족하고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초창기에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한국 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주 여성들과의 일대일 결연을 맺고 각국 음식 만들기, 한국전

통 문화 체험, 합창단 발표 등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문화 적응

을 후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지역 한부모 모자원과 결연을 

맺고 한부모 가족 여성의 경제적 자립 기반 및 정서적 교류를 지원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는 전국 임시보호소 및 위탁 가정에서 생활

하고 있는 입양대기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양대

기아동 Be The Parents’의 일환으로 아기돌보기, 아기용품 만들기 

등을 비롯하여 위탁어머니들과 함께 하는 나들이 행사 등의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 생활지원

포스코대우는 인천지역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선물 상자 

만들기’봉사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

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방사회복지회 등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 임직원들은 생활용품과 계절과일 등 다양하게 

구성된 선물 상자를 만들어 소외계층 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보건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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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서포터즈 참여 직원 수우즈벡 안보건 증진사업 결과

미얀마 안면기형 수술지원 결과

외래진료

구순열 환자

개안수술

구개열 환자

돋보기 지원

2016년
총 수혜자

2016년
총 수혜자

2,083명

22명

276명

23명

400명

2,759명

45명

2016년 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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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환경

친환경 경영 기후변화를 비롯한 각종 환경이슈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는 기업 운영상의 새로운 기회이자 

위험요인이 되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사업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건물 입주(본사), 친환경영경영 체계 구축

(PT. BIA 법인) 및 환경리스크 관리 강화(미얀마 가스전) 등을 시행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사업기회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

니다. 

 

친환경 경영 

포스코대우는 사업장의 환경영향 저감, 친환경 리스크, 기후변화 부분 기회 창출의 방향성에 따라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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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환경경영체계 구축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환경보존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②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친환경 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③ 기후변화 대응

화석원료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④ 환경과 생태계 보호

천연자원, 부산물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의 복원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 리스크 관리와 친환경 관리경영을 통한 사회기여”

사업장의 환경영향 저감 친환경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기회 창출

•친환경 사업장 운영

•에너지/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사업활동 시 환경 리스크 관리

•사업개발 시 환경 리스크 관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배경

기후변화 및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트렌드는 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친환경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기후변화는 규제 강화 및 추가 비용 부담 등과 같은 리스크적인 측면과 신사업 추진 등과 같은 기회로 작

용합니다. 포스코대우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

겠습니다.

Approach

포스코대우는 2016년 효과적인 친환경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친환경 건물 입주를 통

해 사업운영상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환경리스크 평가를 수행하

고 있으며, 기후변화 관련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해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성과 및 목표

추진 영역 2016년 성과

친환경 경영 추진

▶ 온실가스 배출량: 4,158 tCO2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거래건수: 

563건

환경리스크 관리 체계 마련
친환경 제품 사업 검토

중장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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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사업장 운영

포스코대우는 2015년 인천 송도 사옥으로 이전하였으며, 송도 사옥은 미국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Silver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건축물은 건축물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에 있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평가하여 환경 성능을 개선한 것입니다. 

포스코대우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동북아무역타워(NEAT Tower; North East Asia Trade Tower)

환경영향 감축을 위한 노력

포스코대우는 생활폐기물 저감, 절수기 및 중수 사용으로 인한 물 사용량 감축 등 사업 운영상 환경영향을 감축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조기 효율 개선 활동, LED 도입,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환경영향 저감

❶ 에너지 절감

1.   오피스 위생도기에 중수 및 Dual Flush 도입으로 

50% 이상 상수 절감

2.  고효율 냉동기 설치, 기밀 Door 설치, 지역 난방 

사용 등으로 9% 에너지 절감

➋ 실내 환경 개선

1.  배연전동창 설치로 적정 환기량 확보

2.  친환경 마감재 사용(접착제, 실런트, 카펫 등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저방출자재 사용)

➌ 외부환경

1.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확대 제공(법정 조경 면적 

대비 2배 이상 식재)

2.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냉매 사용 공조기 

도입

➍ 친환경 자재

1.  재활용 성분을 포함한 자재 사용으로 자원활용 개선

2. 지역생산 자재 사용을 통한 지역 경제 기여

사업개발 시 환경 리스크 관리

포스코대우는 신규 사업개발 시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결정시 법률/

정책 환경 측면에서 환경 규제 및 해결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투자 법인일 경우에는 환경 폐기물 처리/

환경복구 관련 절차 및 비용을 사전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포스코대우는 지난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신재생에너지 부분 기회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대단지 태양광 발전소 투자 사업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

고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2016년 7월 오스굿솔라(Osgood Solar) 등 미국 태양광발전 회사들과 30MW규모의 

태양광 모듈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대우가 공급하는 태양광 모듈은 미국 내 일반 주택과 도심 빌딩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3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약 19,000톤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경영 인식 제고 

기후변화 부분 사업 기회 창출

친환경 경영
배경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나아가고 있는  포스코대우의 해외사업장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 기업에서 일하는 임직원, 정

부, 국제사회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합니다. 

Approach

포스코대우는 주요 거점 국가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거점별로 상이한 지속가능

경영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는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추진을 위해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입니다. 

성과 및 목표

추진 영역 2016년 성과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 무재해 920일 달성

▶ 10대 사회공헌활동 지속

▶ 환경사회 거버넌스 구축

▶ 환경사회보고서 발간

▶  인권실사 수행

▶  안질환 치료(누적) : 2,759명

안전 문화 정착
지역주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지속가능한 팜오일
밸류체인 구축 

구성원 존중 문화 정책
지역 사회공헌 활동 강화

중장기 목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글로벌 CSR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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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A-1광구에 대한 생산물분배계약(PSC) 체결

2001년 12월 파트너社(OVL, GAIL, KOGAS) 지분양도
및 공동운영계약 체결

2004년 1월 A-1광구 Shwe 가스전 발견 

2004년 2월 A-3광구 PSC 체결

2005년 3월 A-1광구 Shwe Phyu 가스전 추가 발견 

2006년 1월 A-3광구 Mya 가스전 발견 

2007년 2월 AD-7광구 PSC 체결

2008년 12월 수출용 가스판매계약 체결(중국  CNUOC) 

2009년 10월 Shwe 프로젝트 개발 착수

2013년 7월 가스판매 개시 

2014년 12월 일산 5억입방피트 생산 달성 

2015년 이후 미얀마 가스전 목표 생산량 달성 지속

안전보건관리

포스코대우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별 비상 대피 모의 훈련, 즉각적인 사고 원인 조사 및 재

발방지 조치 수립, 안전 문화 정착 프로그램 시행 등 안전보건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감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 상황 대처를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상해 사고 발생 시 

‘LEO MEDICARE’社와 연계하여 신속한 처치가 가능하며, 해상 기름 유출시에는 ‘OSRL’社 및 미얀마 정부 공조

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Special Section 1.

미얀마
가스전 사업

포스코대우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미얀마에서의 석유가스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

니다. 운영권자로서 탐사/개발/생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2013년 6월 첫 가스생산을 개시한 이후 지속

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대우의 석유가스 자원개발 사업은 축

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더 큰 미래 성장동력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미얀마 가스전 연혁

2016년 성과 중장기 방향성

■     경영진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 우수자 포상
■    안전 문화 정착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보건 교육 강화, 사업장 보건 점검 및 개선
■   미얀마 개정 환경법 준수 및 환경 모니터링 수행
■    2016년 말 기준 무재해 920일 달성

■   상시적 안전보건환경 감사 및 점검팀 운영
■  협력사 안전 역량 평가 및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 신규 제정된 직업안전보건법 준수
■ 미얀마 정부 환경 인증(ECC) 취득
■  무재해 1500일 달성

환경관리

포스코대우 미얀마 가스전은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 법규 준수 및 환경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

고 있습니다. 탐사, 개발, 운영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평가(EIA)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석유/가스개발 사업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사전 예방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계획 (EMP)

을 수립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 3자 Audit을 통해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하고 해당 국가(미얀마)의 법적 감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커뮤니케이션

포스코대우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쉐 프로젝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사

회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주민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

행하였습니다. CSR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2010년에 현지 리서치업체 MMRD를 통해 “Awareness, Opinion 

and Expectation Survey of Shwe Project in Kyaukpyu Township”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6월 현재 동 업체

를 통해 “Outcome and Impact Assessment of Shwe Project’s CSR Implemented Programs on Selected 

Communities in Kyaukpyu Township”을 진행 중입니다. 

고충처리제도 운영(Grievance System)

2017년 4월부터 쉐 프로젝트 내 8개 마을(Village)에 자원봉사자 각 1명씩 선정(예비인력 마을별 각 1명 포함, 총 

주민 16명)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Shwe Clinic 2

개소에 민원접수 창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사회공헌

포스코대우는 미얀마가스전 사업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희망이 필요한 곳

을 찾아 우선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10대 사회공헌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 37명(2017년 현재까지 후원 학생 수)

- 학생들이 성장해 라카인주의 우수 인적자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작

- 2014년 1년에 10명의 우수학생 선발 시작, 2016년부터 17명 선발  

02. 맹그로브 플랜테이션 프로그램: 1,221AC(2011~2017년 3월까지 조성한 맹그로브 숲)  

- 환경보호와 태풍 피해를 방지하고자 방풍림으로 맹그로브 숲 조성 사업을 시작

- 2011년부터 연간 20만 달러 투자, 150만 그루 분양  

03. 식수 공급 지원 프로그램: USD 204,407(2006~2016년 식수 관련 사업 지원 총액)

-  2006년 라카인주에서 12개 우물과 빗물 저장 탱크 건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식수 공급 지원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진행

04. 재난 구호 활동: 2,200포대(사이클론 발생 시 배포한 긴급구호 쌀포대)

-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피해자들에게 구호물품과 기부금 지원을 시작으로 미얀마의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적극적

으로 구호 참여

05. 교육 분야 지원 : 53개소(2006~2016년 신축 및 개보수한 학교 건물 수)  

- 2006년부터 보다 많은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 분야 투자 지원 시작

-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신축 및 개보수 외에도 학습 교재, 기자재, 작은 도서관, 컴퓨터교실 

등 다양한 분야 지원 

06. 직업 및 전문 교육 지원: USD 14,936(짝퓨 지역 조산사 교육 지원 총액)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컴퓨터 및 조산사 교육 등 전문적인 교육 지원 

07. 보건소 설립 지원: 23개소(짝퓨지역 13개 지방보건소 및 라카인주 10개 보조센터 신개축)

- 기초 의료 지원 위해 짝퓨 지역에 클리닉 설립,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08. 의료 분야 지원 : 336명(2009~2014년 무료 백내장 수술 환자)  

- 미얀마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라카인주, 양곤의 주요 병원에 필요 의약품 및 시설 지원 

- 높은 실명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백내장을 해결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제공

09. 부두 건설: 1개소(부두 건설)

- 주민들의 작은 배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부두를 새로 건립 

10. 도로 개보수: 13.52km(개보수한 도로 총 길이)

– 2012년 짝퓨 지역 1번 부두에서 가스전 육상터미널까지 도로 개선작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도로 개보수 진행

- 도로 인프라 부족으로 통행 및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던 주민들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

계획 시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

•국내 환경 법규 및 국제 규정 파악

•환경 목표 및 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수행

•환경관리계획 수립

•현장 교육 및 훈련

•내부 감사 및 준수 평가

•경영 검토

•시정 및 예방 조치

환경영향평가(해상/육상)

사회영향평가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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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ction 2.

인도네시아
PT.BIA 법인

환경사회관리 정책

PT. BIA는 체계적인 환경사회 관리를 위해서 2017년 환경사회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PT. BIA의 환경사회 정책

은 환경사회선언문과 이에 따른 행동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T. BIA 전 임직원은 환경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지켜야 할 책임 및 의무이자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임을 항시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사회관리 거버넌스

PT. BIA는 환경사회 부분의 중요 의사결정 및 적극적인 활동추진을 위해 2016년 7월 CEO 직속 조직으로 환경사

회위원회(E&S; Environmental & Social Committee)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3회의 E&S 위원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E&S 위원회에서는 환경사회 관리 고도화 방안 마련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사회 리스크 감소 방

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PT. BIA는 정기적인 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사회 이슈 관리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CEO

지속가능경영위원회농장운영위원회

재무부 농장사업부 자카르타사무소 지속가능경영부서

포스코대우는 글로벌 식량/바이오 시장에서 식용과 산업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팜 사업에 진출하고자 

‘11년 9월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에 34,000ha에 이르는 대규모 팜 농장 및 설비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장에서 수확되는 팜열매를, 착유 가공 설비를 통해 식용 유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지 정제 사업, 하공정 가공 사업 등 팜 사업의 Value Chain을 지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2010년 대우인터내셔널(現, 포스코대우),
PT. BIA MOU 체결 2015년 첫번째 팜 열매 수확

2012년 팜 나무 최초 식재 2015년 ISPO 개발단계 농장평가 2차

2014년 ISPO 개발단계 농장평가 1차 2017년 CPO Mill 완공

2014년 CPO Mill 공장 착공 2017년 환경사회 정책 개발(1Q)

2014년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모니터링 계획서 제출 2017년 PT. BIA 최초 환경사회보고서 발간(1Q)

PT.BIA 주요 연혁

환경사회보고서 첫 발간

PT.BIA 법인은 2017년 환경사회보고서를 첫 발간하였습니다. 환경사회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사업적 

영향력이 높은 핵심이슈인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 임직원 인권보호, 생물다양성보존, 지역사회 공헌 활동, 임직

원 안전보건, 환경사회 관리 등에 대한 활동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GRI G4 기준에 따라서 환경사회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PT.BIA는 향후에도 환경사회적 성과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와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하

겠습니다. 

PT.BIA 사회공헌 활동

PT. BIA는 설립 초기부터 다양한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T. BIA의 사회공헌 활동

은 “지속가능성”, “책임성”, “투명성”의 3대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원칙

사회공헌 프로그램

PT. BIA는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PT. BIA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

으로써 현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1. 의료지원: 2,530명의 지역주민이 의료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준: 2016년 6월)

2. 교육지원: 6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기준: 2016년 9월)

3. 재정지원: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식료품 지원, 차량 지원, 건설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경제적 자립지원:  지역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농업/육가공 교육과, 경제자립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CSR 우수기업 선정

PT.BIA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공헌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의료 지원사업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10월 11일, 파푸아 주지사로부터 "CSR 우수기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PT. BIA는 미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책임성 
PT. BIA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투명성 
PT. BIA는 정보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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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ection 3.

우즈베키스탄
면방 법인

포스코대우는 세계 주요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면방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

화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파종-재배-수확-판매-유통의 전 과정이 국가 주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스

코대우는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UZPAKHTASANOATEXPORT)으로부터 원재료인 면화를 구매하여 이를 

면사 및 면직물로 생산하여 현지 및 해외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사(Due Diligence) 노력 지속

우즈베키스탄 면화사업은 국가 기간사업으로 파종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정부 통제 아래 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원면을 구매하고 있으며, 원면을 가공/판매하는 2개의 면방공장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코대우의 면방공장 두 곳에서는 어떠한 인권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이슈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대우는 CSR위원회를 통해 해

당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요청 서한을 발송하고 있으

며, 관련 정부기관과의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

어, 2014년에는 인권경영에 대한 체계적인 내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매년 우즈베키스탄 면방공장 두 곳을 방문하

여 인권경영 내부진단을 비롯하여 CSR경영 전반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비정부기관(NGO) 및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1월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NCP 가 주최한 ‘해외진출기업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업별 사회적 책임 이행방법에 대해 기업대표로 사례발표를 진행하고, 기업의 올바른 대응방

안에 대해 토론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2016년 2월에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40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업의 책임경영에 대해 토론하고, OECD 기업책임

경영 특별조사위원회 의장(Dr. Roel Nieuwenkamp)과 면담을 가졌으며, 포스코대우의 CSR활동은 OECD가이드

라인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진사업 "Eye Camp"

2014년부터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부하라 두 개 도시에서 안질환 환자들의 실명 예방 및 안보건 증진을 위해 힘

쓰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총 5회의 Eye Camp를 통해 백내장, 시력 저하, 소아안과 질환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약 5,7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안과진료 및 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아동교육 지원사업

포스코대우는 2014년부터 타슈켄트 아흐마드야쌰비(Ahmad-Yassaviy)지역에 소재한 시온고 어린이회관에서 방

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 보충, 문화체험활동을 비롯하여 다민족 지역특성에 맞는 언어교육 등 

교육 소외지역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가을에는 아흐마드야싸비

3개 언어(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

고 있습니다.

2016년 Eye Camp 결과 

외래진료 

개안 수술

돋보기 지원

총 2,083명

총 276명

총 200명

58 _ 59

지속가능경영
성과

환경성과 데이터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

포스코대우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발맞추어 에너지 사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활발한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항목 단위 2016

에너지 및
기후변화

에너지 사용량 TOE 1,639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tCO2 4,158
- Scope 1 tCO2  0
- Scope 2 tCO2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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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

* 에너지 및 기후변화 데이터는 한국본사를 대상으로 산출

물 관리

포스코대우는 우리나라가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 Institute)가 지정한 물부족 국가임을 인식하

고 절수기 및 중수를 사용하여 물 사용량 감축을 추진하는 등 사업 운영상 환경영향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목 단위 2016

물 관리 물 사용량 ton 48,142

* 물 사용량 데이터는 한국본사를 대상으로 산출

폐기물 관리

포스코대우는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업 운영상의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임직

원들에게 생활폐기물을 저감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항목 단위 2016

폐기물
관리 

 - 폐기물 발생량 ton 206
 - 폐기물량(처분) ton 0
 - 폐기물량(재활용) ton 206

* 폐기물 데이터는 한국본사를 대상으로 산출

< 페르가나 면방공장 CSR 교육 >
(2016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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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성과

사회성과 데이터

포스코대우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책임을 갖고, 기업 윤리성, 인재 양성, 인권 및 다양성, 보건 및 안전, 사회

공헌분야 등에서 지속가능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준법경영

포스코대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내 법규뿐 만 아니라, 해외 거래 시 준수해야 할 거래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윤리성을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반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포스코대우는 임직원 성장과 발전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개개인의 근무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인식하고, 

사업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보유한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및 다양성 존중

포스코대우는 임직원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성별, 국적 인종 및 종교에 따라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에 포스코대우는 윤리헌장 및 실천지침을 제정․공포하고 임직원 개개인의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노력 할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범 및 국가별 노동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포스코대우는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사업회사의 특성상 출장이 많으므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해외출장 임직원들의 안전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보험가입을 통해 질병, 상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포스코대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년간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

로는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 지원,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진 사업, 안면기형 어린이 치료를 위한 의료사업 등이 있습니다. 

임직원 고용

포스코대우는 국내외 임직원 고용을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임직원들에

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확보된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 단위 2016

윤리/
준법경영 

윤리경영 교육 실적 건 27

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건 19

공정거래 교육 시간(온라인)   시간 1,142

공정거래 교육 건수 건 20

항목 단위 2016

임직원
고용 

국내 임직원수 명 951

- 임직원수(남) 명 677

- 임직원수(여) 명 274

해외 임직원수 명 6,095

- 주요 국가 1 (미국) 명 82

- 주요 국가 2 (중국) 명 179

- 주요 국가 3 (인도) 명 38

- 주요 국가 4 (싱가포르) 명 12

정규직 근로자수 명 922

기간제 근로자수 명 29

평균 근속년수 년 9.4

퇴직률 % 9.4

항목 단위 2016

교육훈련

총 교육프로그램 참여자수 명 1,193

총 교육프로그램 수 개 582

총 교육 시간 시간 70,720

1인당 교육시간 시간/명 59.3

1인당 교육비용 만 원 93

항목 단위 2016

안전/보건
임직원 사고건수 건 0

휴업도수율 % 0

항목 단위 2016

인권 및
다양성
존중

성희롱 예방 교육 참여율 % 100

육아휴직 복귀율(남) % 100

육아휴직 복귀율(여) % 100

해외 사업장 인권 실사 건수 건 3

임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P-GWP) 점 67

항목 단위 2016

사회공헌

총 자원봉사 시간 시간 23,910

- 국내 시간 18,357

- 해외 시간 5,553

총 자원봉사 참여자 수 명 1,268

- 국내 명 929

- 해외 명 339

사회공헌 비용 백만 원 1,146

의료혜택을 받은 수혜자 수 명 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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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데이터는 한국본사 및 미얀마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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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재무상태표

　구분 제17기 (2016.12.31) 제16기 (2015.12.31) 제15기 (2014.12.31)

자산
　유동자산 4,680,973,413 4,346,329,921 5,651,951,127
　　현금및현금성자산 173,708,876 224,657,843 250,455,35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3,483,691,749 3,156,256,548 4,058,587,853
　　기타유동금융자산 32,534,445 23,629,153 16,417,357
　　파생금융자산 41,067,139 68,874,128 73,597,653
　　당기법인세자산 5,720,534 2,701,972 1,131,629
　　기타유동비금융자산 177,675,225 99,666,205 111,791,383
　　재고자산 766,575,445 770,544,072 1,037,054,579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102,915,323

　비유동자산 3,607,809,019 3,696,973,849 3,688,916,097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407,473,759 494,035,861 555,329,82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8,692,128 105,605,803 105,234,300
　　지분법적용 투자지분 446,992,207 435,058,109 453,470,114
　　유형자산 666,087,190 625,613,191 582,513,178
　　무형자산 1,662,855,502 1,744,627,378 1,728,058,469
　　투자부동산 161,003,948 163,912,188 166,742,455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7,082 577,289 581,126
　　이연법인세자산 151,550,882 124,748,545 89,856,530
　　당기법인세자산 3,146,321 2,795,485 7,130,099
　자산총계 8,288,782,432 8,043,303,770 9,340,867,224
부채
　유동부채 4,304,684,952 3,918,406,515 5,436,558,548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1,808,415,857 1,252,099,870 1,580,757,939
　　단기차입금 1,879,023,385 2,097,121,733 3,296,577,608
　　유동성사채 294,732,832 349,799,067 303,733,150
　　파생금융부채 71,803,610 72,559,984 61,297,691
　　당기법인세부채 47,056,370 51,941,127 46,684,029
　　기타유동비금융부채 203,652,898 94,884,734 123,492,808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24,015,323
　비유동부채 1,480,445,210 1,703,708,065 1,529,578,184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28,313,177 32,465,435 14,119,298
　　장기차입금 592,243,344 696,410,979 533,720,525
　　사채 759,477,309 894,963,169 897,913,045
　　기타비유동부채 1,634,714 583,628 3,593,136
　　순확정급여부채 6,012,348 16,267,087 21,929,902
　　비유동충당부채 88,457,816 59,903,433 55,354,934
　　이연법인세부채 4,306,502 3,114,334 2,947,344
　부채총계 5,785,130,162 5,622,114,580 6,966,136,732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515,836,119 2,441,742,688 2,378,480,786
　　자본금 569,381,455 569,381,455 569,381,455
　　자본잉여금 333,160,807 333,160,807 333,160,807
　　자본조정 -663,812 -663,81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8,463,154 67,847,609 76,795,143
　　이익잉여금(결손금) 1,524,830,703 1,472,016,629 1,399,807,193
　비지배지분 -12,183,849 -20,553,498 -3,750,294
　자본총계 2,503,652,270 2,421,189,190 2,374,730,492
자본과부채총계 8,288,782,432 8,043,303,770 9,340,867,224

Appendix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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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포괄 손익계산서

구분　 제17기 (2016.1.1~12.31) 제16기 (2015.1.1~12.31) 제15기 (2014.1.1~12.31)

수익(매출액) 16,492,090,197 17,526,906,326 20,407,753,120

매출원가 15,356,214,659 16,237,950,430 19,169,548,022

매출총이익 1,135,875,538 1,288,955,896 1,238,205,098

판매비와관리비 817,736,458 920,151,638 862,138,239

영업이익(손실) 318,139,080 368,804,258 376,066,859

관계기업투자이익 60,212,160 77,465,750 50,075,869

관계기업투자손실 22,281,600 130,560,122 30,538,992

금융수익 1,084,379,319 1,313,855,032 1,214,670,119

금융비용 1,121,308,080 1,397,450,279 1,281,764,350

기타이익 21,030,447 28,910,962 26,661,103

기타손실 165,538,039 127,484,248 68,014,04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74,633,287 133,541,353 287,156,567

법인세비용 52,420,660 24,963,477 110,771,098

계속영업이익(손실) 122,212,627 108,577,876 176,385,469

당기순이익(손실) 122,212,627 108,577,876 176,385,469

기타포괄손익 17,065,600 -6,055,683 659,74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8,567,567 -6,263,166 7,029,118

　　매도가능금융자산 -1,292,752 -2,096,160 -4,618,085

　　지분법자본변동 5,810,189 -22,521,624 14,174,613

　　부의지분법자본변동 -694,236 3,719,597 -2,469,618

　　외화환산외환차이 14,744,366 14,635,021 -57,79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501,967 207,483 -6,369,37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501,967 207,483 -6,369,374

총포괄손익 139,278,227 102,522,193 177,045,213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111,254,187 128,940,098 184,525,790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10,958,440 -20,362,222 -8,140,321

포괄손익의 귀속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130,367,765 120,200,047 185,119,550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8,910,462 -17,677,854 -8,074,337

지배기업의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977 1,132 1,620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977 1,132 1,620

　희석주당이익(손실) 977 1,132 1,620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977 1,132 1,620

재무상태표

　구분 제17기 (2016.12.31) 제16기 (2015.12.31) 제15기 (2014.12.31)

자산
　유동자산 4,017,870,023 3,915,700,016 5,027,978,779
　　현금및현금성자산 43,921,872 83,431,496 86,938,309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3,494,714,113 3,388,220,073 4,195,547,145

　　기타유동금융자산 3,082,572 1,420,833 10,931,355

　　파생금융자산 41,046,521 68,868,389 73,597,653

　　기타유동비금융자산 77,467,587 53,552,749 75,555,995

　　재고자산 357,637,358 320,206,476 482,492,999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102,915,323

　비유동자산 3,401,729,698 3,558,612,040 3,603,149,876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449,172,758 551,658,971 595,069,74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98,713,149 100,113,895 99,843,359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665,227,077 679,446,691 745,138,996

　　유형자산 290,830,680 306,147,282 308,664,529

　　무형자산 1,553,763,444 1,629,248,837 1,605,278,784

　　투자부동산 161,003,948 163,912,188 166,742,455

　　이연법인세자산 179,872,321 125,288,691 75,281,910

　　당기법인세자산 3,146,321 2,795,485 7,130,099

　자산총계 7,419,599,721 7,474,312,056 8,631,128,655
부채
　유동부채 3,653,752,083 3,532,760,725 4,879,199,100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1,657,860,060 1,166,364,476 1,501,947,380

　　단기차입금 1,470,791,535 1,833,824,419 2,848,716,793

　　유동성사채 294,732,831 349,799,067 303,733,150

　　파생금융부채 71,803,610 72,559,984 61,297,691

　　기타유동부채 113,945,499 59,392,671 97,456,193

　　당기법인세부채 44,618,548 50,820,108 42,032,570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24,015,323

　비유동부채 1,334,910,815 1,574,641,580 1,408,012,513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비유동채무 28,429,682 31,419,076 12,084,014

　　장기차입금 456,808,954 576,855,393 419,508,874

　　사채 759,477,309 894,963,169 897,913,045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1,587,609 566,136 3,593,136

　　순확정급여부채 3,569,267 14,405,567 20,501,323

　　비유동충당부채 85,037,994 56,432,239 54,412,121

　부채총계 4,988,662,898 5,107,402,305 6,287,211,613
자본
　납입자본 569,381,455 569,381,455 569,381,455
　기타자본구성요소 354,289,970 355,582,722 357,678,882

　　기타자본잉여금 333,160,807 333,160,807 333,160,80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129,163 22,421,915 24,518,075

　이익잉여금(결손금) 1,507,265,398 1,441,945,574 1,416,856,705
　자본총계 2,430,936,823 2,366,909,751 2,343,917,042
자본과부채총계 7,419,599,721 7,474,312,056 8,631,128,655

(단위: 천원)(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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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구분　 제17기 (2016.1.1~12.31) 제16기 (2015.1.1~12.31) 제15기 (2014.1.1~12.31)

수익(매출액) 15,417,229,613 16,881,039,629 19,938,097,326

매출원가 14,392,092,451 15,734,625,496 18,859,584,669

매출총이익 1,025,137,162 1,146,414,133 1,078,512,657

판매비와관리비 720,836,415 801,792,928 731,606,178

영업이익(손실) 304,300,747 344,621,205 346,906,479

금융수익 1,074,444,724 1,281,173,951 1,192,347,539

금융비용 1,048,190,546 1,282,620,049 1,213,286,391

기타이익 10,356,857 21,724,350 21,756,909

기타손실 187,540,722 273,790,492 72,481,76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53,371,060 91,108,965 275,242,773

법인세비용 29,662,306 9,258,762 101,821,624

계속영업이익(손실) 123,708,754 81,850,203 173,421,149

당기순이익(손실) 123,708,754 81,850,203 173,421,149

기타포괄손익 -2,743,536 -1,919,349 -10,987,45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292,752 -2,096,160 -4,618,085

　　매도가능금융자산 -1,292,752 -2,096,160 -4,618,08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450,784 176,811 -6,369,37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450,784 176,811 -6,369,373

총포괄손익 120,965,218 79,930,854 162,433,691

지배기업의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086 719 1,523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1,086 719 1,523

　희석주당이익(손실) 1,086 719 1,523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1,086 719 1,523

GRI G4 No.1 지표명 ISO26000 페이지

전략 및 분석 G4-1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조직, 전략에 관한 최고의사결정자의 성명서 4.7,6.2,7.4.2 4-5

조직
프로필

G4-3 조직명

6.3.10, 6.4.1-6.4.5,
6.8.5,7.8

10

G4-4 주요 브랜드, 제품, 서비스 14-15　 

G4-5 본사 소재지 10

G4-6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수, 국가명 16-17 

G4-7 소유 성격과 법적 형태 12-13

G4-8 시장 영역 (서비스 분야, 고객유형 등) 14-15　 

G4-9 조직 규모 10

G4-10 근로자수 (총인력, 계약별, 성별, 직급별 등) 40

G4-1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60

G4-12 공급망 30-32　 

G4-13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주요 변화 6-7

G4-14 사전예방방침, 원칙 명시 33-34 

G4-15 자발적인 경제/환경/사회 관련 헌장, 원칙, 이니셔티브 목록 36,38,42,51　 

G4-16 주요 협회 가입 현황 73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G4-17
조직의 재무제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 리스트 또는 조직의 재무제표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서에 포함되나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리스트

5.2,
7.3.2-7.3.4 

10-11

G4-18 보고 내용 및 범위 결정 프로세스, 보고원칙 적용 방법

26-27　 
G4-19 중대성 평가 결과 도출된 중대 이슈 목록

G4-20 조직 내 중대 이슈별 보고 범위

G4-21 조직 외 중대 이슈별 보고 범위

G4-22 이전 보고서 정보의 수정이 미치는 영향 및 수정 이유 최초발간 

G4-23 이전 보고기간 이후 범위와 측면경계 관점에서 발생한 중대한 변화 최초발간 

이해관계자
참여

G4-24 이해관계자 목록

5.3 24-25　 
G4-25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기준

G4-26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G4-27 이해관계자별 주요이슈

GRI Index (G4 Core)

일반표준공개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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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스코대우 활동 페이지

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사회공헌: 안질환 의료지원, 안면기형 의료지원 등 48-49

Goal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사회공헌: 지역아동센터 영어교실 지원,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등 47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태양광 기자재 공급 사업 52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윤리경영 활동 36-39

GRI G4 No.1 지표명 ISO26000 페이지

보고서
프로필

G4-28 보고기간

7.5.3, 7.6.2 

2
G4-29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G4-30 보고주기

G4-31 보고서 문의 연락처

G4-32 GRI Index, 외부검증보고서 66-71 

G4-33
외부검증 정책과 활동, 검증범위 및 기준, 보고조직과 검증기관과의 관계,
보고서 검증에 대한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의 역활

70-71 

거버넌스 G4-34 최고의사결정기구 조직도, 경제/환경/사회 주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6.2, 7.4.3 20

윤리성 및 청렴성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행동기준 및 규범 7.7.5, 4.4, 6.6.3 11,21 

68 _ 69

GRI G4 No.1 지표명 ISO26000 페이지

경영접근 방식공개 G4-DMA

a. 중대이슈로 선정된 이유 및 영향 

b. 중대이슈에 대한 관리 방법 

c. 관리체계 및 평가 방법

30,35,50,53

경제

경제성과
G4-EC1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5.3
11

G4-EC2 기후변화로 인한 조직의 재무적 영향 및 기회, 위험 50

간접경제효과

G4-EC7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
6.3.9,
6.8.1-6.8.2,
6.8.7, 6.8.9 

52
46-49 

G4-EC8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6.3.9,  6.6.6-6.6.7,
6.7.8, 6.8.1-6.8.2,
6.8.5, 6.8.7, 6.8.9 

22-23
46-49 

환경 

용수

G4-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6.5.4 59

G4-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6.5.4 없음 

G4-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6.5.4 59

배출

G4-EN15 직접 온실가스 배출 6.5.5 59

G4-EN16 간접 온실가스 배출 6.5.5 59

G4-EN20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 6.5.3 없음 

G4-EN21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6.5.3 없음 

폐수 및 폐기물 G4-EN23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6.5.3 59

GRI Index (G4 Core)

사회

노동 관행 및 양질의 일자리

고용

G4-LA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40

G4-LA2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6.4.4, 6.8.7 41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후 복귀 비율 6.4.4 43

산업안전보건
G4-LA6 지역별 및 성별 부상, 질병, 결근률과 작업관련 사상자수 6.4.6 44

G4-LA7 보직상 높은 사고 및 질병발생 위험을 가진 직원 수 6.4.6 45

훈련 및 교육
G4-LA9 종업원 유형별, 성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6.4.6 61

G4-LA10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평생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6.4.7, 6.8.5 41

다양성과 기회균등 G4-LA12 성별, 나이, 소수자 등 다양성 지표에 따른 종업원과 지배구조의 구성 및 기타 다양성 관련 지표
6.2.3, 6.3.7, 6.3.10, 
6.4.3 

60

인권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G4-HR4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예방조치
6.3.3-6.3.5, 6.3.8, 
6.3.10, 6.4.5, 6.6.6 

43

아동노동 G4-H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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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강제노동 G4-HR6 강제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6.3.3-6.3.5, 6.3.7, 
6.3.10, 6.6.6 

43

평가 G4-HR9 인권 관련 점검 및 평가를 받는 사업장 수 및 비율 6.3.3-6.3.6 43

사회

지역사회 G4-SO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6.3.9,6.5.1-6.5.3
6.8

46-49 

반부패 G4-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6.6.1-6.6.3, 6.6.6  39

제품 책임

고객안전보건 G4-PR1 개선을 위해 보건안전 영향 평가를 고려하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 비율
6.7.1-6.7.2, 6.7.4-
6.7.5, 6.8.8 

54-55 

고객개인정보보호 G4-PR8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 관련 제기된 불만 건수 6.7.1-6.7.2, 6.7.7 없음 

GRI G4 No.1 지표명 ISO26000 페이지

특정표준공개

UN SDGs
포스코대우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른 포스코대우의 활동은 인덱스에 표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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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서문

DNV GL 그룹의 일원인 주식회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이하, “DNV GL”)는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이하, “포스코대우”)의 ‘지속가

능경영보고서 2016’ (이하,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 3 자 검증을 수행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검증은 DNV GL 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

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범위

DNV GL의 검증 업무는 2016년도 데이터에 한정되며, 검증 활동은 아래 내

용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APS) 2008에서 제

시하고 있는 AccountAbility 원칙에 대한 평가

�  GRI G4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보고 내용 결정 및 품질 정의 원칙에 대

한 평가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 측면의 결정 프로세스, 중요 이슈들에 대한 

경영 접근 프로세스,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산출, 취합, 관리 프

로세스

검증 방법

검증 활동은 AA1000AS(2008) 및 DNV GL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프로토콜(VeriSustainTM1)에 따라 중간수준 보증의 Type 2 형태로 진행되었

습니다. 검증심사는 2017년 6월에서 7월까지 기간 동안 포스코대우 본사에

서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활동은 샘플링을 기반으로 아래의 방법으로 실시

되었습니다.

�  보고서 내 문구 및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

리 시스템, 정보의 흐름과 통제의 견고성 평가

�  포스코대우 본사 주요 부서 담당자들과의 면담

�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베이스, 전산 

시스템 등의 테스트

�  중대성 평가 결과 검토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포스코대우의 자회사, 관련 회사, 공급업체, 협력사 및 제 

3 자의 성과는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DNV GL 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대우의 재무제표 

및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된 자료, 그

리고 포스코대우의 홈페이지 (http://www.posco-daewoo.com)에 게시

된 자료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포스코대우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의,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

해 한정된 범위에서의 근거 확인이 실시 되었습니다. 재무 데이터를 포함한 

경제 성과는 포스코대우의 내부 문서와 회계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은 재무

제표와 대비하여 거증되었으며, 검증팀은 경제 성과 작성을 위한 데이터 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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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 은 본 성

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는 공동 책

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포스코대우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

고 있으며,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 의 책임 내용은 계약 내용 및 합

의된 업무 범위에 한정됩니다. 

결론

검증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 GL은 포스코대우의 보고서가 AA1000APS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AA1000 AccountAbility 원칙 적용 측면에서 

부적절하게 기술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보고서가 GRI G4 

가이드라인의 핵심적 부합 방법 (‘In accordance’ – Core) 에 따른 공개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AA1000APS(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대

한 추가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근본원칙 (the Foundation Principle of Inclusivity)

포스코대우는 임직원, 주주/투자자, 고객, 정부/국제기구 그리고 지역사

회 및 시민단체를 내․외부 이해관계자 그룹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채널

을 활용해 전사 차원의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해관계자 별 주요 참여 방식 및 활동은 보고서 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대성 원칙 (the Principle of Materiality)

포스코대우는 2016 년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

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분석, 동종

업계 조사, 2016 년 포스코대우 보도 내용 분석 그리고 내부설문에 따라 

다양한 이슈들을 도출했습니다. 선정된 이슈들에 대해 비즈니스 영향도

와 사회적 관심도 측면에서 우선 순위화 하였습니다. 검증팀은 이해관계

자의 평가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이슈를 의도적으로 생략하

거나 제외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검증팀은 GRI G4 에 따라 중

대 이슈가 선정되었고 파악된 7 가지의 중대 이슈들은 이해관계자의 의

견을 반영하고, 우선순위화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사회․환경적 영

향이 큰 글로벌 사업장의 경우, 중대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보고 범위

에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대응성 원칙 (the Principle of Responsiveness)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견해, 관심사항 및 기대사항에 대한 대응 내용이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

다. 보고서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지속가능성 범주를 모두 포

함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 기간 동안의 지속가능성 측면의 

중요 이슈에 대해 보고 범위 내 있는 조직의 중장기 목표와 전략, 핵심가

치, 액션플랜, 이해관계자 참여,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보고서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대응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

인하였습니다.

정확성 및 신뢰성 (Accuracy and Reliability)

검증 과정 중 발견된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오류는 최종 보고서 발행 전 

수정되었습니다. 샘플링 확인 및 기타 다른 보고된 정보와 이용 가능한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보고서에 실린 데이터 및 정보는 전반적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특정 성과 정보와 관련된 발견사항:

DNV GL은 상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포스코대우의 AA1000APS(2008)

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한 것에 더해, 정보/데이터 부

분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Type 2 검증). 정보/데이터

의 검증을 위해 해당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 프로세

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집 및 가공 프로세스, 근거 문서 및 기록을 확

인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 재활용량, 윤리경영 교육실적, 인권실사 건

수, 사회공헌 비용 및 시간 그리고 여성관리자 비율에 대해서는 상세한 

Type 2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포스코대우의 개별 데이터 담당자는 상

기에서 확인된 정보 및 데이터의 출처 및 가공 프로세스에 대해 신뢰성 

있게 설명할 수 있어, 재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증

팀은 금번 검증 활동을 통해 포스코대우의 특정 정보 및 데이터의 생성 

프로세스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공시된 상기 정보 및 데이터는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의 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 GL Business Assurance 는 DNV GL 그룹의 일원으로서 인증, 검증, 

평가, 교육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기

관으로, 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

다. DNV GL 의 사회 및 환경 검증 전문가들은 전 세계 약 100 여개 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 포스코대우 보고서의 검증도 전문성 및 적격성을 갖

춘 검증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DNV GL 은 본 성명서를 제외하

고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검증팀은 DNV GL 

의 윤리행동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2017 년 7월 31일

1 VeriSustain protocol 은 DNV GL 홈페이지 (www.dnvgl.com)에서 요청 시 확인 가능

대한민국, 서울

안인균

대표이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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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POSCO DAEWOO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POSCO DAEWOO”) commissioned DNV 
GL Business Assurance Korea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DNV GL”), part of DNV GL Group, to 
undertake independent assurance of the Sustainability Report 2016 (the “Report”). DNV GL’s assurance 
engagement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data and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lient to us as part of 
our review have been provided in good faith. 
 
Scope of assurance 
The scope of assurance included a review of sustainability activities and performance data over the reporting 
period 1st January to 31st December 2016. This included:  

 Evaluation of the Report on the adherence to the AccountAbility principles provided in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 (APS) 2008. 

 Evaluation of the Report on the adherence to the principles for defining the sustainability report content 
set forth in th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4.0  

 Evaluation of the process for determining material aspects for reporting and the management approach 
to material issues and the process for generating, gathering and manag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in the Report. 

 
Verification Method  
We performed our work using AA1000AS(2008) and DNV GL’s assurance methodology VeriSustainTM1, 
which is based on our professional experience, international assurance best practice. We provided the moderate 
level of assurance and Type 2 assurance as set forth in AA1000AS. The audit was carried out in June through 
July 2017 and the site visit was made to POSCO DAEWOO Headquarters in Incheon, Korea. The assurance 
engagement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method based on sampling: 

 challenged the sustainability-related statements and claims made in the Report and assessed the 
robustness of the underlying data management system, information flow and controls; 

 interviewed representatives from the various departments; 
 conducted document reviews, data sampling and interrogation of supporting databases and associated 

reporting systems as they relate to selected content and performance data;  
 reviewed the materiality assessment report. 

 
                                                 
1 The VeriSustain protocol is available upon request at DNV GL Website (www.dnvg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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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인증 수상실적

가입단체 1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소)

2 한국무역협회

3 한국수입업협회

4 한국경영자총협회

5 (사)한일문화협회

포상년도 유형 포상명

2011 산업훈장 석탑산업훈장

2011 산업훈장 은탑산업훈장

2012 산업훈장 석탑산업훈장

2012 공로표창 국무총리상

2013 산업훈장 동탑산업훈장

2013 공로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13 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13 대통령표창 대통령표창

2013 국무총리표창 국무총리표창

2013 공로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14 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14 장관표창 미얀마 국가기획경제개발부장관상

2015 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16 산업표창 국토교통부장관상

2016 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16 장관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6 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17 장관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기준: 2017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