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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넘어 내일을 창조하는 비즈니스 메이커

차가운 심해의 바닷물 속에 숨어있는 뜨거운 에너지를 발견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선으로 기회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비즈니스 를 창조합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으로 세계의 내일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새롭게 태어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TODAY



STEEL
South Korea Integrates Both Domestic 

and Global Value Chains

스마트한 철이 만드는 
새로운 내일 

원료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강이 필요한 국내외 곳곳에 

한 발 앞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철강사업 전 과정의 

밸류체인(Value Chain) 통합을 통한 

강력한 솔루션으로 

국내외 철강 비즈니스를 

변함없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차가운 심해의 가스전 개발에서 

전력의 효과적인 공급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통찰력과 

불굴의 도전정신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ENERGY
MyanmarGas 

Value Chain



모두의 내일을 위한 
견고한 기반  

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의 식량자원시장에서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식량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지구촌 곡창지대의 곡물터미널 가동과 

함께 세계 유수의 맨파워를 통해 

세계 식량자원의 내일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GRO
UkraineGlobal 

Agro Resources 



TOMORROW
새로운 가치의 비즈니스로 새로운 내일을

신성장동력 사업의 본격적인 성장과 더욱 강화된 밸류체인(Value Chain)을 통해 

우리의 미래는 지금까지의 속도보다 더욱 빨리 성장할 것입니다.

 안주하기보다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한 발 먼저 세계와 미래를 만나게 합니다.

1967년 대우실업으로 출범한 이후 2010년 포스코그룹의 일원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포스코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로운 이름과 CI는 다양한 업종, 사업모델,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상사의 경쟁력과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사업을 창출하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NEW CI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무역상사의 역할을 넘어 주요 비즈니스의 전 과정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사업회사로서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VISION

종합사업회사로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SLOGAN



존경하는 고객 여러분

저희 회사는 2019년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은 ‘인터내셔널’의 의미를 계승하면서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보호무역주의와 통상 마찰 등 불확실성이 산재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도 2018년과 2019년 

연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해 왔으며, 80여 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력과 실행력, 기회를 발굴하는 

창의적인 시각, 그리고 해외 곳곳을 누비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967년 창립 이래 종합상사로서 대한민국의 수출을 주도해 왔으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종합상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는 글로벌 TOP 철강기업인 포스코그룹의 

일원이 되어 그룹사들과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BEYOND TRADE, 
PURSUING FUTURE BUSINESS’ 라는 비전과 ‘WE MAKE BUSINESS’ 라는 슬로건 아래 복합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입니다. 앞으로 철강, 에너지, 식량, 화학, 부품소재,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군에서 밸류체인(Value Chain)을 강화하고 전략적 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가는 한편, 유연한 사고로 

최고의 인재들과 함께 Global 경영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등 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객 여러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제 규범과 윤리경영, 공정거래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을 보완, 포스코그룹의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지역사회와 배려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교육·의료 CSR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진정성 있게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주시보

CEO'S MESSAGE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서
글로벌 TOP 종합사업회사를 목표로
항상 전진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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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개발로 인류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의 일원으로서 철강, 에너지, 식량, 화학, 부품소재,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최고의 인재, 창조적 도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포스코그룹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각 사업 분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 

전통적인 무역상사의 영역을 넘어 주요 비즈니스 전 과정에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강판
SNNC

철강

포스코건설
포스코플랜텍

포스코A&C

E&C
포스코ICT
ICT

포스코에너지

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무역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엠텍

PNR

소재화학

대우실업(주) 
창립

대우실업,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주)대우 출범 100억불 수출의탑 수상 (주)대우인터내셔널 
분할 출범

포스코그룹으로 편입 미얀마가스전 
생산 개시

(주)포스코대우로 
사명 변경

포스코P&S 
철강사업부문 흡수합병

(주)포스코인터내셔널로 
사명 변경

1967. 3 1975. 5 1982. 1 1996.11 2000. 12 2010. 11 2013. 6 2016. 3 2017. 3 2019. 3



자산 / 부채 / 자본

주주 현황

신용등급

구분 2016 2017 2018

자산총계 82,888 91,700 98,810

부채총계 57,851 63,175 69,915

자본총계 25,037 28,525 28,895

부채비율 231.1 221.5 242.0

단위: 억 원, %

단위: 억 원2018 2018 2018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6 2016 2016

164,921

3,181

1,222

225,717

4,013

1,668

2017 2017 2017

한국신용평가

AA-
한국기업평가

AA-
NICE신용평가

AA-

62.9%

31.5%

(주)포스코5.6%

국민연금

기타

FINANCIAL HIGHLIGHTS

2018년 12월 연결 기준 2018년 기준

251,739

4,7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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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곳곳에서

철강, 에너지, 식량, 화학,

부품소재, 인프라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이끌어 나갑니다.

철강 STEEL
에너지 ENERGY

식량 AGRO
화학 CHEMICAL

MOBILITY
부품소재 & MATERIALS

인프라 INFRA



철강 _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철강 기업인 포스코를 중심으로 국내외 유수 철강사의 

제품을 국내와 세계 각지의 파트너들과 함께 수출, 삼국간 무역, 수입, 내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 원료, 반제품, 봉형강, 열연, 후판, 냉연, 도금제품부터 

에너지용 파이프, 자동차 강판, 스테인리스에 이르기까지 특수화된 제품을 취급함으로써 

다변화되고 세분화된 시장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건설

자동차

조선

건축, 토목

해상 운송

해상 운송

해상 운송

해상 운송

제철소 (생산)

광산 (철광석, 석탄)

내륙 운송

내륙 운송

가공

가공

에너지 (태양광, 풍력)

해양플랜트

원료
철강 제품 최종 제품 수요 산업

19POSCO INTERNATIONAL BEYOND

철광석, 석탄 등 반제품, 판재류 등 자동차, 조선, 건설, 에너지 사업 등

생산, 가공

STEEL



글로벌 철강 기업인 포스코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수 철강사의 제품을 국내를 포함해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등 전 세계로 수출/수입 및 삼국간 무역, 내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반제품, 봉형강, 열연, 후판, 

냉연, 도금제품부터 에너지용 파이프, 자동차 강판, 스테인리스, 철강 원료에 이르기까지 특수화된 제품을 

취급함으로써 다변화되고 세분화된 시장의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및 자동차산업, 

플랜트, 기계류, 조선, 에너지 사업 관련 프로젝트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Trading 및 유통뿐 아니라 적기 공급을 위한 재고 보관 서비스, 임가공 사업을 확대하여 명실공히 국내외 

밸류체인(Value Chain)을 통합한 철강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철강가공 서비스
전문가공법인(Processing&Fabricating Center)을 중심으로 건설기계•중장비용 

소재 및 강건재, 압력용기, 조선용 부품, 저장탱크, 코아 등 종합소재 생산 및 

가공을 통해 고객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솔루션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TS(Stainless Steel), TMC(Transformer&Motor Core), 후판가공 

사업부를 통해 각각 특화된 제품, 맞춤형 가공 서비스로 고객 니즈에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TS사업부(안산, 포항, 부산, 광주)

STS사업부는 냉간압연제품 생산, 정밀재 압연제품 생산, 가공유통, 신소재 

개발 및 시장개척에 이르기까지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종합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STS사업부의 경험과 노하우에 포스코와의 

기술협력을 더해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TMC사업부(천안, 포항) 

TMC사업부는 대한민국 코아 업계의 리더로서 숙련된 전문인력과 최첨단 공장 

설비로 친환경차용 구동모터코아 등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을 확대하여 세계 

일류 모터코아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문 연구진의 노력으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35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판가공사업부(광양, 포항)  

후판가공사업부는 철강소재 전문 복합가공기지로서 철강 다수요 거점지역인 

광양과 포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소재 

소싱, 전절단 등 단순 가공판매에서 복합가공, 플랜트, 중량구조물 제작까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판가공사업부는 보다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우수한 제품 공급을 통해 고객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STEEL VALUE CHAIN

SOUTH KOREA

해외·국내 철강사업

TMC사업부 후판가공사업부STS사업부

STEEL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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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품목
반제품 및 봉형강
반제품은 각종 철강 완제품들의 원재료가 되는 

슬라브와 빌렛을 말하며, 봉형강은 토목 및 

건축구조용 자재로 사용되는 철근/형강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철강사 향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슬라브(SLAB), 빌렛(BILLET), 
철근(D-BAR), 형강(SECTION) 

주요 용도
봉형강 및 열연 소재

도금강판 
도금강판은 냉연강판 표면에 용융 아연, 알루미늄, 

규소 등을 도금한 제품입니다. 내식성과 내열성 

등이 우수하여 도금 특성 및 종류에 따라 가전제품, 

자동차 및 건축용 소재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용융아연도금강판(GI), 
용융알루미늄도금강판(ALUMINIZED 및 
ALU-ZINC), 전기아연도금강판(EGI)

주요 용도
가전제품, 도장강판 소재, PIPE, 철재 가구, 
자동차 부품, 건축 외장재 등

에너지용 강재 

에너지용 강재는 석유·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강재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에너지 개발/운송/

저장 인프라 프로젝트 향 고품질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 강판 및 강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API 강판, LINEPIPE/해양구조용 강관, 
에너지플랜트 프로젝트 소요 강재 

주요 용도
송유관, 유정관, 석유/가스 저장, 시추 설비 

전기강판 

전기강판은 압연 방향에 따라 방향성 전기강판

(GO)과 무방향성 전기강판(NO)으로 구분되며, 

주로 전기/전자제품의 철심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변압기 및 

발전기 제조사 향 우수한 품질의 전기강판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방향성 전기강판(GO), 무방향성 전기강판(NO) 

주요 용도
변압기, 배전용 변압기, 발전기, 소형 정밀 전동기

후판 

후판은 4단 가역식 압연기에 의해 제조되는 비교적 

두꺼운 열간 압연강판으로, 일반적으로 두께 6mm 

이상의 철강재가 해당됩니다. 후판은 주로 선박, 빌딩, 

교량, 압력용기, 산업기계구조, 라인파이프 등 대형 

구조물 제작에 사용되고 있으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산 수출과 삼국간 거래를 통해 전 세계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후판 

주요 용도
조선, 건설, 해양플랜트, 중장비 

착색도금강판 (컬러강판)  

착색도금강판은 용융아연도금강판 등의 표면에 

내구성이 우수한 Polyester 수지, Laminated, 

PVDF 등을 도장 또는 프린트한 철강재로, 

건축용 내외장재부터 가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곳곳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건재용 컬러강판, 가전용 컬러강판 

주요 용도
건축 외장재(Roof, Wall, Fence), 
가전 외장재(냉장고 Door, 세탁기)

열연강판 
열연강판은 주로 파이프 제조업체, 가스 실린더 

업체 및 유통상 등에 공급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외 건설, 기계, 자동차 산업 등의 다양한 니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열연강판(HR), 산세강판(PO), 
무늬강판(CHECKERED) 

주요 용도
철구조물, 교량, 선박, 차량 등 

철강원료 
철강원료는 제철소 제선 및 제강 조업에 필요한 

철광석, 제철용 석탄, 철스크랩과 고로에서 발생하는 

수재 슬래그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호주, 러시아, 

미국 및 일본 등의 다양한 공급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철강 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재 

선재는 못, 철망 등 일상의 가장 기초적인 소재부터 

공장의 산업설비, 자동차 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산 

선재와 함께 중국, 터키 내 다양한 공급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산업군별 니즈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냉간압조용 선재(CHQ), 
베어링강, 스프링강, 연강선재 등 

주요 용도
건설, 자동차용 단조품, 베어링, 타이어코드, 
와이어로프 등 다양한 소재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용 강판은 자동차 외관에 적용되는 전문화된 

냉연 및 도금강판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 부품기업 향 자동차

강판의 수출 및 수입 전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자동차 강판용 냉연, 열연, 도금재 등 

주요 용도
자동차 소재 

냉연강판 
냉연강판은 표면이 미려하고 가공성이 우수한 

철강재로,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용품부터 

자동차, 산업기기, 각종 건자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속적인 강재 개발로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냉간압연(CR), 석도원판(BP) 등 

주요 용도
냉장고 Door, 드럼, 철재 가구, 
자동차용 루프(Roof)/후드(Hood) 등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는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고부가가치 철강재로, 자동차, 가전 및 

건설 산업 등 광범위한 산업에 걸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관, 주방용품, 전자제품 등에 

이용되며 최근에는 건축물의 외벽 및 외관, 

지붕재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스테인리스 열연/냉연/후판/PIPE 등 

주요 용도
자동차 배기계, 각종 특수배관(화학, 석유가스 등), 
물탱크, 주방용품, 전자제품(부품 및 외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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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_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가스전의 성공 경험과 사업 역량을 토대로, 

기 보유 운영 광구 및 신규 광구의 탐사, 개발, 생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액화플랜트, LNG 트레이딩, 벙커링, 수입터미널, 파이프라인, IPP 사업 등을 망라하는 

Gas Value Chain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탐사 & 생산

운송(파이프라인), 액화플랜트, 수송 및 트레이딩, 기화터미널, 벙커링

발전소, 도시가스

MID
STREAM

DOWN
STREAM

UP
STREAM

LNG 수송선

파이프라인

육상 가스전

가스도소매 회사/가스허브

액화플랜트

발전소

산업체/도시가스

해상 가스전

부유식 저장 및 재기화 설비

기화터미널

벙커링 선박

LNG 추진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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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TREAM
석유가스 자원개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탐사, 개발, 생산, 판매까지 E&P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한 미얀마가스전을 

포함하여 베트남 11-2 광구 가스전, 페루 8 광구 유전, 오만 LNG 플랜트, 

동해-2 가스전 등 국내 및 세계 각지에서 석유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가스전의 안정적인 가스생산 및 판매를 위해 2단계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매장량 확보를 위해 미얀마 A-3 광구 내 탐사정 

3공 시추를 추진할 예정이며, 미얀마 AD-7 광구와 방글라데시 DS-12 

광구의 광구 전체 유망성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아시아/

오세아니아/북미 등에서 신규 광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MIDSTREAM
LNG트레이딩 + 인프라 + 벙커링

종합사업회사로서의 해외 프로젝트 개발 및 전문 트레이딩 역량과, 

포스코그룹 자체 LNG 수요와 광양LNG터미널을 활용하여 LNG트레이딩을 

확대 중입니다. 아울러 이를 연계한 수입터미널, 액화플랜트 등의 LNG 

해외 인프라 및 LNG벙커링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LNG트레이딩 

분야에서는 2017년 국내 최초 트레이더로서 LNG 거래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LNG 도입 업무가 포스코인터내셔널로 일원화됨에 따라 그룹 

LNG 통합 구매 및 LNG트레이딩 물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그룹 가스사업 전략과 연계한 LNG인프라 사업 발굴을 위해 당사 주도 하에 

그룹사 공동 수입터미널, 액화플랜트, 배관사업, Gas-to-Power 등의 전체 

LNG 밸류체인(Value Chain)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환경규제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박용 LNG 연료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그룹사 및 관계사 컨소시엄을 통해 LNG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GAS VALUE CHAIN

GAS VALUE CHAIN

미얀마가스전 프로젝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0년 미얀마 서부 해상 A-1 광구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한 후, 2004년 쉐(Shwe), 2005년 쉐퓨(Shwe Phyu), 

2006년 미야(Mya) 가스전을 차례로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미얀마가스전은 2013년 6월 첫 가스생산에 이르기까지 약 13년의 

노력 끝에 성취한 프로젝트로, 국내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한 

최대 규모의 자원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쉐(Shwe), 쉐퓨(Shwe Phyu), 

미야(Mya)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는 해상 플랫폼에서 105km 

길이의 해상 가스관을 통해 짝퓨(Kyauk Phyu) 남서쪽 람리섬에 

위치한 육상 가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가스량 계측, 성분검사를 

마친 뒤 미얀마-중국 국경까지 793km 길이의 육상 가스관을 통해 

미얀마와 중국에 일평균 5억 입방피트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미얀마가스전의 안정적인 가스 생산/판매를 
위해 2단계 개발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EPCI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Commissioning) 
공사를 개시하였으며, 생산정 시추/완결 및 해상 설치작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2021년과 2022년 각각 가스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A-3 광구 유망성에 대한 3차원 인공지진파 탐사 등의 
정밀평가 수행 및 파트너사들과의 최종 협의를 통해 가스 발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3곳에 탐사정 시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탐사 시추 대상 
지역은 소규모 가스전 발견시에도 기존 생산설비와 연계 개발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단계 개발

A-3 탐사 시추

ENERGY PROJECTS 

파푸아뉴기니 PNG 발전소

미얀마가스전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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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STREAM

GAS VALUE CHAIN 전력 + IPP

글로벌 발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발맞춰, 발전, 송배전,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우량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자발전사업자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로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 발전 프로젝트의 개발부터 

투자, 금융조달, 수행, 운영에 이르는 전 프로세스에 걸친 업무 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그룹사 

에너지 전략에 부합하고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성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와 

풍부한 해외 프로젝트 개발/수행/운영관리 역량을 활용하여 가스복합화력 등 전략 발전원의 신규 

IPP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미얀마에서는 발전공사가 발주한 

국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2016년 70MW 규모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IPP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당사의 추가 가스전 개발 및 LNG 도입과 연계한 대형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 IPP 사업 개발 및 신규 사업권 확보에도 주력함으로써 미얀마에서 Gas to Power 

Full Value Chain 체제 구축 및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연탄, 동을 비롯한 전략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사업 투자를 통해 Upstream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익뿐만 아니라 장기구매계약(Offtake 

Agreement)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트레이딩 조직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콰니카(Kwanika) 동 탐사사업, 호주 나라브리(Narrabri) 유연탄 생산사업, 인도네시아 

웨타(Wetar) 동 생산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광산 프로젝트 운영 및 지분참여 투자를 

통해 글로벌 광물개발 전문업체로 성장할 것입니다.

PNG 발전소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 사업   

1999년에는 국내 민자발전사업자 최초로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Port Moresby)에 25MW급 중유 발전소를 건설하여 

파푸아뉴기니 수도권 전력수요의 25%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15년 사업기간 종료시점인 2014년에는 발전소의 

수명연장 및 성능개선을 통한 노후발전소 재생 및 운영사업(ROMM: Rehabilitation, Opera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기간을 5년 연장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현지 정부로부터 발전사업자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 파푸아뉴기니 제2의 도시 레이(LAE)에 34MW 중유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 15년간 운영하는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현지 국영 전력공사(PNG Power Ltd)와 체결하였으며, 

2017년 LAE 발전소를 준공하여 라무(Ramu)지역 전력 수요의 30%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쌓은 성공적인 IPP 사업 수행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신흥국,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연탄 영업기반 마련 및 안정적 수익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2009년 8월에 한국광물자원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호주 나라브리 유연탄광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가네다 탄전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2010년 6월 굴진 채탄의 개시 후 2012년 6월 롱월 채탄 및 시운전 개시, 2012년 10월 상업생산을 

시작하였으며, 2033년까지 총 22년 동안 발전탄과 제철용 PCI(Pulverized Coal Injection)탄 

생산이 가능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보유 지분을 통해 채굴되는 유연탄 Offtake 물량에 대한 

트레이딩을 수행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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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 
농장팜 오일

곡물

착유 
공장

사일로

내륙/해상
운송

내륙/해상
운송

내륙 
운송

정제
공장

곡물 
수출터미널

해상 
운송

가공공장
식물, 소비재, 
바이오디젤

가공공장
식품, 사료, 전분당

곡물 
수입터미널농장

식량 _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세계 식량자원 시장에 진출하여 쌀, 밀, 옥수수, 보리 등 주곡과 

대두, 유지, 부원료를 중심으로 국내 수입과 중계무역을 통해 식량자원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다년간의 곡물 거래 경험 및 적극적인 해외 투자에 힘입어 글로벌 식량 트레이딩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팜 농장

팜 오일 착유 공장

정제 공장

내륙/해상 운송

가공 공장

가공 공장

곡물 수출터미널

곡물 수입터미널

해상 운송

내륙 운송

사일로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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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팜 오일 사업
글로벌 식량/바이오 연료 시장에서 식용과 산업용 등 다양한 활용도로 각광 

받는 팜 오일 사업 진출을 위해 2011년 인도네시아 파푸아 주에 대규모 팜 

농장 조성 및 설비 투자를 개시하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팜 오일 사업은 농장에서 수확되는 팜 열매를 착유 가공하여 유지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으로, CPO(Crude Palm Oil)를 본격 생산하여 인도네시아 

내수 및 동/서남아 국가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Refinery 산업 

진출 등을 통해 Plantation – CPO 착유 – Refinery 정제유 생산 – 식용/산업용 

유지 제품 생산 및 Bio-Diesel 산업으로 이어지는 팜 산업의 밸류체인(Value 

Chain)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AGRO VALUE CHAIN

 AGRO PROJECTS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상사 중 유일한 런던곡물거래업협회(GAFTA, The 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 및 유지류거래업협회(FOSFA, The Federation of Oils, Seeds and Fats Association) 

회원사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농산물을 트레이딩 할 뿐 아니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식량 안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시아, CIS, 미주, 아중동, 

유럽 지역에서의 삼국간 트레이딩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 Top-tier 식량회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 트레이딩 사업에서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외 식량자원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곡물 산지에서 수매부터 보관, 운송, 가공에 이르는 

곡물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달, 가공, 유통 자산 확보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인 물량 공급 및 수익원 창출을 목표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주요 취급 품목
쌀, 밀, 옥수수, 대두, 식용유지, 부원료, 두류 등 식용/산업용 작물

식량

인도네시아 팜 오일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미얀마 미곡종합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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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O VALUE CHAIN

AGRO VALUE CHAIN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사업
2023년 곡물 트레이딩 1천만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밸류체인(Value Chain) 확대의 

초석으로, 곡물 주요 생산국인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수매를 진행하고 수출 물류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인 곡물 터미널에 투자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흑해 지역에서의 Supply Chain을 구축, 곡물수출 터미널 – 

산지 사일로 – 내륙물류업 진출과 함께 주요 곡물 취급량 확대와 품질, 납기 등 관리로 

고객사 향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미국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미주 지역의 안정적 조달기반 확보를 통해 국가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곡물 

트레이더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갈 것입니다.

POSCO INTERNATIONAL BEYOND

미얀마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20여 년간의 쌀 사업 경험을 토대로 전통적 쌀 수출 강국인 미얀마 현지에 쌀 산업 밸류체인(Value Chain)의 핵심인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재료 수급과 수출 물류에 적합한 건설 

부지를 확보하고 2018년부터 공장 제1기를 가동 중이며, 2019년 RPC 제2기를 완공하여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공장이 완공되면 미얀마 곡창지대와 양곤 수출항을 이어주는 물류거점에 연간 8만 6천톤 규모의 가공시설을 

추가로 보유하게 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동남아 지역에서 RPC 사업의 추가 발굴을 통해 세계 굴지의 쌀 

트레이더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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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면방 법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세계 주요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풍부한 원면을 바탕으로 면방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면 산지의 이점을 활용하여 페르가나와 부하라 2개 지역에 면사 생산을 위한 방적 

설비 및 직물 생산을 위한 제직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 지역의 최대 해외 투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제품은 내수 및 수출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정유 업스트림 공정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Gasoline, Diesel, Jet, Fuel oil 등)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고무(아스팔트, 의료용 장갑 등)의 생산 원료인 합성고무, 

천연고무, 카본블랙, EPDM 등 고무 관련 사업 소재 원료를 각 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년간 축적된 국제 트레이딩 노하우 및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화학 비료제품(Urea, DAP, NPK 등) 및 

기초유분제품(PA, OX 등)의 수입, 수출, 삼국간 트레이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석유제품(Gasoline, Gas Oil, Fuel Oil, LPG 등), 올레핀, 합성고무(SBR, BR 등), 비료, 무기화학 등

화섬수지
화섬원료(Paraxylene, PTA, PET) 등 플라스틱의 주 원료인 합성수지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메이저 제조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내 종합상사 최대 규모의 화섬원료 공급 및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전반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및 전자제품 소재로 사용되는 기능성 합성수지의 해외 상권을 지속 확대 중입니다. 섬유 산업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풍부한 원면을 바탕으로 부하라, 페르가나 두 지역에 면방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종합상사로서는 유일하게 화섬사, 면사, 직물 등 제품의 생산 및 판매와 구매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화섬원료(Paraxylene, PTA, MEG, PET 등), 합성수지(PE, PP, ABS, PVC 등), 면사(Cotton Yarn),
직물(Fabric), 화섬사(Synthetic Filament Yarn·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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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_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석유화학부터 화섬수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의 제품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조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은 물론 면방 제조 법인을 직접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원료공급과 경쟁력 있는 완제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유제품

석유제품

면방

합성수지

직물

화섬원료

CHEMICAL



1984년 국내 종합상사로는 유일하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역 전문조직을 갖춘 이래 전 세계 

70여 개국, 250여 개 이상의 고객사들에게 자동차부품 및 자동차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업실은 IATF16949와 같은 품질 시스템을 보유한 특성화된 수출 전문 조직으로,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을 상대로 엔진 및 변속기(TM, Transmission), 조향, 현가, 구동부품 등의 OE(Original 

Equipment)부품과 타이어, 배터리 등의 RE(Replacement Equipment)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등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부품 사업 확대와 현지화, 모듈사업 등을 위한 

투자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주요 취급 품목
엔진 및 변속기 부품, 조향부품, 현가부품, 구동부품, 타이어, 배터리, 휠, 상용차, 승용차

오늘날 산업의 필수 소재라 할 수 있는 비철금속(Non-Ferrous Metal)의 수출/수입/삼국간 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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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물량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6대 비철금속 및 제강원료의 

우수한 트레이딩 전문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주요 취급 품목
6대 비철금속(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주석) 및 관련 원재료, 비철제품(구리, 티타늄, 
알루미늄 제품 등), 비철스크랩, 제강원료(합금철)

자동차 및 
부품

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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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_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한국 종합상사로는 유일하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문조직을 

운영하며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의 필수 소재인 비철금속 무역을 통해 

국내외 곳곳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

6대 비철금속

비철금속 무역

MOBILITY 
& MATERIALS



포스코인터내셔널은 LNG, 전기 등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과 함께 선박, 항만, 철도, 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 사업, 그리고 물환경, 병원, 통신 등 사회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사업, 

화공, 제철, 합금철, 제지, 곡물처리 등의 산업 플랜트 분야에서 종합적인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전 개발, LNG Trade, LNG 

인수기지 투자 및 운영, IPP 운영 등의 에너지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인수기지(LNG Receiving Terminal) 사업의 경우, 포스코 소재 공급 및 포스코 계열사 

간 EPC 협력을 결합한 전략적인 사업으로 직접투자 및 파이낸싱 연계 등 각 사의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LNG 저장탱크뿐만 아니라 LPG, 화공제품의 저장탱크 사업 내에서도 포스코의 

World Premium 제품을 활용해 기술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건설 중장비, 공작기계, 엔진 등 기계류를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와의 

전략적 협력 하에 시장별 맞춤식 접근을 통한 사업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며, 해외 제조사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각 국의 산업화 육성정책에 따라 당사의 비즈니스 경험을 토대로 한 

사업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산물자 수출을 선도하며, 40년 이상의 해외 대정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2년 

국내 최초 일반물자 G2G(Government to Government) 수출 이후 정부간 거래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정/함정기자재 등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방산물자뿐만 아니라, 신사업 분야인 

위성/항공 및 IT & Security 분야에 집중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프라 및 
플랜트

기계
공공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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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_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교통, 사회간접자본, 산업 플랜트 등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며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계류의 수출, 신사업 분야인 

위성/항공, IT & Security 분야까지 미래 성장동력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플랜트
사회 인프라

수출

농기계

건설 중장비

방산물자

위성·항공

교통 인프라

INFRA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룹의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추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서 글로벌스태프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은 자발적인 참여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MOVING FORWARD
TOGETHER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2015년부터 인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어 

교육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미술·음악을 이용한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적 취득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임직원 봉사단은 ‘중도입국 청소년 회사 초대의 날’, 

‘명절음식 만들기’를 함께 하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중도입국 청소년 :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이민자의 자녀로,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 거주하는 청소년을 칭함

입양대기 영ㆍ유아
양육지원 사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15년부터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영ㆍ 

유아들과 위탁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가정의 달’에는 

임직원들이 아기손수건을 직접 만들고, 분유, 기저귀 등 생활용품과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는 나눔엽서를 넣은 선물상자를 제작하여 

위탁가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봉사단으로 구성된 ‘친한사이봉사단’은 영아 위탁시설을 

방문하여 아이돌보미 등의 재능기부를 비롯하여, 위탁가정과 함께하는 

나들이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직원들의 초등학생 자녀로 구성된 어린이 봉사단은 장애인시설 

방문과 모금활동 등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공헌 활동 지역사회 아동 방과 후 영어교육 프로그램
‘Fun Fun 영어교실’ 운영

2011년부터 국내 배려계층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Fun Fun 영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전문 교사 지원, 영어교재 및 기자재 기부뿐만 아니라, 회사의 

임직원 재능기부 봉사단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서포터즈’가 매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영어 관련 체험활동을 함께 하며 아동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Fun Fun 영어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배려계층 

아동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원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미술 심리치료 시간에 그린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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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방향 | 미래인재 육성, 보건의료 지원, 배려계층 보호



우즈베키스탄,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진사업 운영

우즈베키스탄의 고온 건조한 기후와 강한 자외선으로 안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현지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안질환 의료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보건성, 국제실명구호기구, 현지 NGO 등과 협력하여 부하라와 페르가나 

지역에서 백내장, 익상편, 시력저하 등으로 고통받는 약 6천여 명의 

안질환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안과 진료와 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기존의 의료사회공헌 사업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 

현지 의료진 양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이공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안면기형 어린이를 위한
‘Smile for Children’ 실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5년부터 국내 비영리의료법인, 미얀마보건국, 

현지 병원과 협력하여 구순열, 구개열 등 안면기형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어린이들에게 무료 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의료용품과 의약품 등을 현지 병원에 

기증하고 있으며, 현지 의료진들에게 선진 의료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면기형은 얼굴의 질병으로 인해 환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을 받게 되는 질병으로, 수술을 통해 얼굴을 되찾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도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료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아울러 짝퓨 지역에서는 

교육·의료 지원을 포함하여 맹그로브숲 조성, 식수 공급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 사회공헌 활동 인도네시아 파푸아, 기초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 운영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인도네시아 PT.BIA법인은 국내 의료진, 인도네시아 

보건부, 현지 보건소(CV Abicha Medika) 의료진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국 의료진은 현지 보건소 의료진과 함께 지역주민 

기초건강검진과 문진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자재 

및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위생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질병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아동 방과 후 영어교육 프로그램,
 ‘Fun Fun 영어교실’ 

우즈베키스탄,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진사업

인도네시아 기초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 운영

미얀마, 안면기형 어린이를 위한
 ‘Smile for Children’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의료·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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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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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

NEW JERSEY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300 FRANK W. BURR BLVD. SUITE #23 
TEANECK, NJ 07666, U.S.A.
TEL : 1-201-591-8000
FAX : 1-201-229-4536

DETROIT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900 WILSHIRE DR. SUITE #204 TROY, 
MI 48084, U.S.A.
TEL : 1-248-339-2860
FAX : 1-248-339-2897

L.A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222 S. HARBOR BLVD. #1020 ANAHEIM, 
CA 92805, U.S.A.
TEL : 1-714-808-1000
FAX : 1-714-808-1081

LA-SRDC, LLC
222 S. HARBOR BLVD. #1020 ANAHEIM, 
CA 92805, U.S.A.
TEL : 1-310-418-7064
FAX : 1-714-808-1081

HOUSTON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10497 TOWN & COUNTRY WAY SUITE #140 
HOUSTON, TX 77024, U.S.A.
TEL : 1-713-800-3912
FAX : 1-713-979-3952

ATLANTA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6455 EAST JOHNS CROSSING SUITE #402
(4TH FLOOR), JOHNS CREEK, GA 30097, U.S.A.
TEL : 1-678-433-9805

CHICAGO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SUITE 430, 1475 E. WOODFIELD RD., 
SCHUMBURG CORPORATE CENTER., IL., USA
TEL : 1-847-485-0995

TORONTO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SUITE 402, 90 ALLSTATE PARKWAY, 
MARKHAM, ONTARIO, CANADA L3R 6H3
TEL : 1-905-248-2777
FAX : 1-905-474-1870

MEXICO CITY
POSCO INTERNATIONAL MEXICO S.A. DE 
C.V.
PASEO DE LOS TAMARINDOS 400 A - 4 PISO 
COLONIA BOSQUES DE LAS LOMAS, MEXICO
TEL : 52-55-5081-1780
FAX : 52-55-5596-1585

CENTRAL & SOUTH AMERICA

SAO PAULO
POSCO INTERNATIONAL BRASIL LTD.
AV. PAULISTA 777, 7TH ANDAR, BELA VISTA, 
SAO PAULO (CEP : 013111-9114), SP, BRASIL
TEL : 55-11-3285-5699
FAX : 55-11-3266-4125

BUENOS AIRES
POSCO INTERNATIONAL CORP. 
BUENOS AIRES BRANCH 

AV.DEL LIBERTADOR 6550 PISO 7 OFFICINA A 
CAPITAL FEDERAL - BS.AS. ARGENTINA 
TEL : 54-11-5238-1201 
FAX : 54-11-5276-8743

LIMA
POSCO INTERNATIONAL CORP. 
SUCURSAL PERUANA	
AV. CAMINO REAL 456, TORRE REAL, PISO 8, 
SAN ISIDRO, LIMA 27, PERU 
TEL : 51-1-221-4244 
FAX : 51-1-422-1914 

BOGOTA 

POSCO INTERNATIONAL COLOMBIA 
CORPORATION 
K9 # 113-52  (TORRES UNIDAS II) OF. 1003 
BOGOTA, COLOMBIA 
TEL : 57-1-603-0909

PANAMA CITY 

POSCO INTERNATIONAL PANAMA S.A. 
OCEANIA BUSINESS PLAZA TORRE 1000 OF. 
42D PUNTA PACIFICA PANAMA, 
REP. DE PANAMA 
TEL : 507-282-0042

EUROPE

FRANKFURT 

POSCO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 
LURGIALLEE 16, 60439 FRANKFURT AM MAIN, 
GERMANY 
TEL : 49-69-247494-110 
FAX : 49-69-3700498-7000

MILANO 

POSCO INTERNATIONAL ITALY S.R.L 
VIALE FRANCESCO RESTELLI, 3/1, 20124,
MILANO, ITALY
TEL : 39-02-39309-291 
FAX : 39-02-39309-218

PRAGUE 

POSCO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 PRAGUE OFFICE 
POBREZNI 620/3, 18600, PRAGUE 8, 
CZECH REPUBLIC 
TEL : 420-224-225-538 
FAX : 420-224-225-550

LONDON 

POSCO INTERNATIONAL CORP. 
LONDON BRANCH 
10TH FLOOR, CI TOWER, ST, GEORGES SQUARE 
NEW MALDEN, SURREY, KT3 4HH, U.K. 
TEL : 44-208-336-9131 
FAX : 44-208-949-3783

MADRID 

POSCO INTERNATIONAL CORP. (OFICINA 
DE REPRESENTACIÓN DE ESPAÑA) 
PASEO DE LA CASTELLANA 135, 14-B, 28046 
MADRID, SPAIN 
TEL : 34-91-571-0563 
FAX : 34-91-571-6827

WARSAW 

POSCO INTERNATIONAL CORP. 
POLAND REPRESENTATIVE OFFICE 
UL. POSTEPU 21A, 4TH FLOOR, 02-676, 
WARSAW, POLAND 
TEL : 48-22-645-1575 
FAX : 48-22-645-1577

BUCURESTI 
POSCO INTERNATIONAL CORP. 
BUCHAREST OFFICE
JUD. ILFOV, ORS. VOLUNTARI.
SOS. BUCURESTI NORD, NR. 10, 
BI. GLOBAL CITY PARK,
CLADIREA 021F, ET4, ROMANIA 
TEL : 40-31-7113-113

ISTANBUL 

POSCO INTERNATIONAL CORP. 
TURKEY LIAISON OFFICE 
ESKI BUYUKDERE CAD. IZ PLAZA GIZ NO:9 K:7, 
D:21/22 34398 MASLAK/SARIYER, ISTANBUL, 
TURKEY 
TEL : 90-212-290-7340 
FAX : 90-212-290-7344

BAKU 

POSCO INTERNATIONAL CORP. 
AZERBAIJAN LIAISON OFFICE 
C.CABBARLI 44 STR, YASAMAL DISTRICT, 
CASPIAN PLAZA 3, 12TH FLOOR, BAKU, 
AZERBAIJAN 
TEL : 994-12-436-9713 
FAX : 994-12-436-9712

GCC

DUBAI 
POSCO INTERNATIONAL GULF  L.L.C. 
P.O. BOX 8090, #501, GREEN TOWER, RIGGAT 
AL BUTEEN, DEIRA, DUBAI, U.A.E. 
TEL : 971-4-370-5509 
FAX : 971-4-370-5539 

AMMAN 

POSCO INTERNATIONAL CORP. 
AMMAN OFFICE 
OFFICE 611, HUSSEINI BUILDING ABDULLA 
GHOSHE STREET 53 P.O.BOX 936, AMMAN 
11821, JORDAN
TEL : 962-6-585-4171, 9171 
FAX : 962-6-585-4371

DAMMAM 

POSCO INTERNATIONAL CORP. 
KSA REPRESENTATIVE OFFICE 
P.O.BOX 77224, AL-SAEED BUSINESS TOWER, 
6F OFFICE #602. DAMMAM-AL-KHOBAR 
HIGHWAY AL-KHOBAR 31952, KINGDOM OF 
SAUDI ARABIA 
TEL : 966-13-814-7540,1 
FAX : 966-13-814-7539

 

MENA

ALGER 

POSCO INTERNATIONAL CORP. 
ALGIERS LIAISON OFFICE 
20, MICRO ZONE D' ACTIVITÉ, CENTRE 
D'AFFAIRE DAR EL MEDINA TOUR 'A' 3EMME 
ETAGE .16031 HYDRA, ALGER . 
TEL : 213(0)-23-5414-43~45 
FAX : 213(0)-23-5414-57

TEHRAN 

POSCO INTERNATIONAL CORP. 
TEHRAN OFFICE 
NO.4, 33RD ST. SAADAT ABAD, TEHRAN - IRAN 
P.O.BOX: 1998814893 
TEL : 98-21-8868-5570 
FAX : 98-21-8856-1152

CAIRO 

POSCO INTERNATIONAL CORP. 
CAIRO OFFICE 
7TH FLOOR, BUILDING NO. 7H, ROAD 263, 
NEW MAADI, CAIRO, EGYPT 
TEL : 20-2-2519-5062 
FAX : 20-2-2519-4898

TEL AVIV 

POSCO INTERNATIONAL CORP. 
TELAVIV OFFICE 
15TH FLOOR, TEL AVIV TOWER, BUILDING A  
48 MENAHEM BEHIN ROAD, TEL AVIV 66184, 
ISRAEL 
TEL : 972-3-537-2292 
FAX : 972-3-537-2286

KHARTOUM 

GENERAL MEDICINES COMPANY,. LTD 
PLOT NO 24, BLOCK NO 12 (B) EAST 
ELAMEDAT, KHARTOUM P.O BOX 11855, 
KHARTOUM, SUDAN 
TEL : 249-1-83-465031 
FAX : 249-1-83-464741 

RASAL KHAMIMAH
POS-GSFC 
P.O.BOX 34522 AL GHAIL INDUSTIRAL PARK, 
RAS AL KHAIMAH, U.A.E.

TEL : 917-56-695-9986

CENTRAL & SOUTH AFRICA

LAGOS 

POSCO INTERNATIONAL NIGERIA LTD. 
12TH FLOOR FORESHORE TOWERS, 2A 
OSBORNE ROAD, IKOYI, LAGOS, NIGERIA 
TEL : 234-1-270-1105 
FAX : 234-1-270-5287

NAIROBI
POSCO INTERNATIONAL CORP. 
NAIROBI OFFICE 
INTERNATIONAL HOUSE 5TH FLOOR, MAMA 
NGINA STREET P.O.BOX 43739 G.P.O NAIROBI 
KENYA 
TEL : 254-20-316108 
FAX : 254-20-316135

JOHANNESBURG 

POSCO INTERNATIONAL CORP. 
JOHANNESBURG OFFICE 
6TH FLOOR, FREDMAN TOWERS, 13 FREDMAN 
DR. SANDOWN, SANDTON 2196, P.O.BOX 
786734 SANDTON SOUTH AFRICA 
TEL : 27-11-784-1326 
FAX : 27-11-784-1301

JAPAN 

TOKYO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 
24F, MARUNOUCHI TRUST TOWER MAIN 
TOWER, 8-3, MARUNOUCHI, 1-CHOME, 
CHIYODA-KU, TOKYO, 100-0005, JAPAN 
TEL : 81-3-5220-6123 
FAX : 81-3-5220-9083

OSAKA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 
OSAKA OFFICE 
2F, POSCO OSAKA BUILDING 3-7, 2-CHOME, 
NAMBA, CHUO-KU, OSAKA, 542-0076, JAPAN
TEL : 81-6-6213-4370  
FAX : 81-6-6213-4380

NAGOYA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 
NAGOYA OFFICE 
21F NAGOYA LUCENT TOWER, 6-1 USHIJIMA-
CHO, NISHI-KU, NAGOYA, AICHI, JAPAN
TEL : 81-52-485-6800  
FAX : 81-52-485-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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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BEIJING 

POSCO INTERNATIONAL CHINA CO.,LTD 
9TH FLOOR, POSCO CENTER, TOWER A, 
HONGTAI EAST STREET, DAWANGJING SCIENCE 
AND BUSINESS PARK,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CHINA 
TEL : 86-10-5731-2617 
FAX : 86-10-6465-1531

SHENYANG 

POSCO INTERNATIONAL CHINA CO.,LTD 
SHENYANG OFFICE 
ROOM NO.4204, XINDI CENTER BUILDING 
NO.1, YOUHAO STREET NO.10, SHENHE QU, 
SHENYANG CITY, LIAONING PROVINCE, CHINA
TEL : 86-24-2253-4496 
FAX : 86-24-2253-4529

QINGDAO 

POSCO INTERNATIONAL CHINA CO.,LTD 
QUINGDAO OFFICE 
ROOM A2707/2708, TOP YIHE INTERNATIONAL 
10, HONGKONG ZHONG ROAD, QINGDAO 
266701, CHINA 
TEL : 86-532-8503-0260 
FAX : 86-532-8572-7588

GUANGZHOU 

POSCO INTERNATIONAL CHINA CO.,LTD 
GUANGZHOU OFFICE 
ROOM 3306-07 OFFICE TOWER CITIC PLAZA 
233 TIANHE N.ROAD, GUANGZHOU, CHINA 
TEL : 86-20-3810-5398 
FAX : 86-20-3810-5918

CHONGQING 

POSCO INTERNATIONAL CHINA CO.,LTD 
CHONGQING OFFICE 
ROOM 1307 BUILDING C NO.68 YANGHE 1ST 
ROAD, JIANGBEI DISTRICT, CHONGQING 40020, 
CHINA 
TEL : 86-23-6302-2155 
FAX : 86-23-6302-2151

SHANGHAI 
POSCO INTERNATIONAL SHANGHAI CO., 
LTD 
ROOM 2003, BUILDING B DAWNING CENTER 
NO. 500 HONGBAOSHI ROAD SHANGHAI 
201103, CHINA 
TEL : 86-21-2211-3500  
FAX : 86-21-2211-3400

WUHAN 

POSCO INTERNATIONAL SHANGHAI CO., 
LTD WUHAN OFFICE 
ROOM 1215, WUHAN NEW WORLD TRADING 
TOWER NO.568, JIANSHE AVE. WUHAN 
430022, CHINA 
TEL : 86-27-8577-0993 
FAX : 86-27-8577-0992

TAIPEI 
POSCO INTERNATIONAL CORP. 
TAIWAN BRANCH 
10F-3, NO. 89, SONGREN ROAD, TAIPEI 110, 
TAIWAN, R.O.C 
TEL : 886-2-8786-1522 
FAX : 886-2-8786-1393

RUSSIA/UKRAINE

MOSCOW 

POSCO INTERNATIONAL CORP. 
MOSCOW REPRESENTATIVE OFFICE 
KRASNOPRESNENSKAYA NABEREZHNAYA 12, 
WTC, ENTRANCE 3, OFFICE 1603, 123610, 
RUSSIA 
TEL : 7-495-258-1811 (EXT.100)  
FAX : 7-495-258-1812

VLADIVOSTOK 

POSCO INTERNATIONAL CORP. 
VLADIVOSTOK REPRESENTATIVE OFFICE
OFFICE 606, 6TH FLOOR, BUSINESS CENTER, 
40, PUSHKINSKAYA ST., VLADIVOSTOK, 
690001, RUSSIA 
TEL : 7-423-260-8961 
FAX : 7-423-260-8962

KIEV
POSCO INTERNATIONAL CORP. 
KYIV OFFICE 
6TH FLOOR, ENTRANCE 9, <ILLINSKY> 
BUSINESS CENTRE, 8 ILLINSKA STR., 04070, 
KIEV, UKRAINE 
TEL : 38-044-537-42-05, 06 
FAX : 38-044-537-42-0507

POSCO INTERNATIONAL UKRAINE LLC
6TH FLOOR, ENTRANCE 9,
<ILLINSKY> BUSINESS CENTRE,
8 ILLINSKA STR., 04070, KIEV, UKRAINE 
TEL : 38-044-537-42-05, 06 
FAX : 38-044-537-42-0507

CENTRAL ASIA

TASHKENT 

POSCO INTERNATIONAL CORP. 
UZBEKISTAN REPRESENTATIVE OFFICE 
2 FLOOR, 22 OYBEK STR., TASHKENT 100015, 
REPUBLIC OF UZBEKISTAN 
TEL : 998-71-150-1181~3  
FAX : 998-71-150-1180

FERGANA
POSCO INTERNATIONAL TEXTILE LLC 
1, KUVASAYSKAYA STREET, FERGANA CITY, 
UZBEKISTAN
TEL : 998-73-243-0681~3
FAX : 998-73-243-0694~5

BUKHARA
POSCO INTERNATIONAL TEXTILE LLC 
(BUKHARA BRANCH)
ALPOMISH STREET, BUKHARA CITY, 200100, 
UZBEKISTAN
TEL : 998-65-222-2251
FAX : 998-65-222-2276

ALMATY 

POSCO INTERNATIONAL CORP. 
ALMATY OFFICE 
803,BLOCK 4B, BC "NURLY-TAU", AL-FARABI 
AVENUE 17, ALMATY, KAZAKHSTAN 
TEL : 7-727-311-0321~2 
FAX : 7-727-311-0323

ASHGABAT 

POSCO INTERNATIONAL CORP. 
TURKMENISTAN REPRESENTATIVE 
OFFICE 
NO. 403, OGUZKENT BUSINESS CENTER,
BITARAP TURKMENISTAN AVE. 231, 
744000, ASHGABAT, TURKMENISTAN 
TEL : 993-12-44-99-46, 87 
FAX : 993-12-44-99-89

ASIA

YANGON 

POSCO INTERNATIONAL MYANMAR 
CO.,LTD 
5TH FLOOR, MAHA LAND, NO.56, KABAR AYE 
PAGODA ROAD, YANKIN TOWINSHIP (11081), 
YANGON, MYANMAR 
TEL : 95-1-2305124~30 
FAX : 95-1-521-513~4

POSCO INTERNATIONAL CORP. 
(MYANMAR E&P)
#301, MAHA LAND CENTER, NO.56, KABARAYE 
PAGODA ROAD, YANKIN TOWNSHIP, YANGON, 
MYANMAR
TEL : 95-1-653239 
FAX : 95-1-651638

POSCO INTERNATIONAL AMARA 
WARD NO.28, BLOCK NO.7, SIN PHYU SHIN YEIK 
THA, HLAING TOWNSHIP, YANGON, MYANMAR
TEL : 95-1-935-1110 

GOLDEN LACE POSCO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NO.322/323 KANAUNG MIN THAR GYI ROAD, 
SHWE LIN BAN INDUSTRIAL ZONE, HLAING 
THARYAR TOWNSHIP, YANGON REGION 
TEL : 95-9-540-3792

SINGAPORE 

POSCO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9 TEMASEK BOULEVARD #10-02B
SUNTEC TOWER TWO SINGAPORE 038989
TEL : 65-6333-5507 
FAX : 65-6333-5508

HOCHIMINH 

POSCO INTERNATIONAL VIETNAM 
CO.,LTD 
SUITE #1507, KUMHO ASIANA PLAZA, 39 LE 
DUAN STREET, DISTRICT1, HCMC, VIETNAM 
TEL : 84-28-3821-7740 
FAX : 84-8-3821-7750

HANOI 
POSCO INTERNATIONAL VIETNAM CO.,LTD 
HANOI OFFICE 
SUITE #1105, 11TH FLOOR,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REE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TEL : 84-24-3831-5220 
FAX : 84-4-3831-7889

KUALALUMPUR 

POSCO INTERNATIONAL MALAYSIA SDN 
BHD 
1801, 18TH FLOOR KENANGA INTERNATIONAL, 
JANLAN SULTAN ISMAIL, 50250, 
KUALA LUMPUR, MALAYSIA 
TEL : 60-3-2161-8033 
FAX : 60-2161-5790

GURGAON 

POSCO INTERNATIONAL INDIA PVT LTD. 
7TH FLOOR, TOWER B, PARK CENTRA, 
SECTOR-30, GURGAON, HARYANA-122001, 
INDIA 
TEL : 91-124-4498-100 
FAX : 91-124-4498-128

MUMBAI 
POSCO INTERNATIONAL INDIA PVT LTD. 
MUMBAI OFFICE 
606, POWAI PLAZA, HIRANANDANI GARDEN, 
POWAI, MUMBAI 400076, INDIA 
TEL : 91-22-4261-7001 
FAX : 91-22-4261-7010

PUNE 

POSCO INTERNATIONAL INDIA PVT LTD. 
PUNE OFFICE 
8TH FLOOR, 803, WORLD TRADE CENTRE, 1 
KHARADI, OPPOSITE EON FREE ZONE, 
MIDC KNOWLEDGE PARK, KHARADI, 
PUNE 411014, INDIA
TEL : 91-20-4690-8701

MANILA 

POSCO INTERNATIONAL CORP. 
MANILA OFFICE 
CITIBANK TOWER, 27TH FLOOR, 8741 
PASEO DE ROXAS,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TEL : 63-2-818-1031~2, 817-4560,5263, 
           811-5539  
FAX : 63-2-817-5267

BANGKOK 

POSCO INTERNATIONAL CORP. 
THAILAND REPRESENTATIVE OFFICE
EMPORIUM TOWER, 15TH FLOOR, 622 
SUKHUMVIT ROAD, KLONGTAN, KLONGTOEY, 
BANGKOK 10110, THAILAND 
TEL : 66-2-032-2101~7 
FAX : 66-2-032-2108

LAHORE 

POSCO INTERNATIONAL CORP. 
PAKISTAN LIAISON OFFICE 
16-A, HALI ROAD, GULBERG II, LAHORE, 
PAKISTAN 
TEL : 92-42-3578-6544 

FAX : 92-42-3578-6544

JAKARTA 

POSCO INTERNATIONAL CORP. 
JAKARTA OFFICE 
17TH FLOOR, PACIFIC CENTURY PLACE 
(PCP) BUILDING, SCBD LOT 10, JI. JEND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TEL : 62-21-8086-4020 
FAX : 62-21-2995-9071 

PT.BIO INTI AGRINDO
17TH FLOOR, PACIFIC CENTURY PLACE 
(PCP) BUILDING, SCBD LOT 10, JI. JEND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TEL : 62-21-8086-4070

DHAKA 

POSCO INTERNATIONAL CORP. 
DHAKA LIAISON OFFICE 
SOUTHBREEZE SQUARE(6TH FLOOR), PLOT 
90, BLOCK-CES(A) GULSHAN AVENUE, 
DHAKA-1212 
TEL : 880-2-5506-8841~45 
FAX : 88-02-988-2174

SYDNEY 

POSCO INTERNATIONAL CORP. 
SYDNEY OFFICE 
LEVEL 13, 50 MARGARET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TEL : 61-2-9290-2222 
FAX : 61-2-9290-2277

LAE 

POSCO INTERNATIONAL POWER 
(PNG LAE)
1021 C GARAFUZI, HUON GULF DISTRICT, 
MOROBE PROVINCE, PAPUA NEW GUINEA 
TEL : 675-321-1584

WETAR
PT.BTR
WETAR COPPER PROJECT SITE, WETAR 
ISLAND, MALUKU BARAT DAYA,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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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비즈니스로

새로운 세계를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기회를 발견하여

가치 있는 비즈니스로 발전시키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세계의 곳곳에서 더 좋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며,

우리의 비즈니스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도전정신과 함께 내일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WHAT'S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