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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범위 및 경계

포스코건설은 2011년부터 매년 중요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경제,

Overview

화는 없습니다.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포스코건설의 201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 및 성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 등 이해관계자
의 의사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2015

제 3자 검증
포스코건설은 공개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고와 관련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
고 있습니다. 제 3자 검증 결과는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검증성명서

년 이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특징

근원적 사업경쟁력 강화

올해로 4번째 발간을 맞게 된 포스코건설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GRI G4의 주요 요소인 중요 측면 도출, 경영접근방식, 이해관계자 참여
에 대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포스코건설의 CSR 리스크 분석과 대응현황을 연계하여 보고하였습
니다. 또한 TBL(Triple Bottom Line)을 기준으로 주요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Together Towards Tomorrow

GRI G4 Guideline

Integrated Risk Management

통합
리스크 관리

경제

환경

핵심 측면(Aspect)
경영접근방식(DMA)
이해관계자 참여
(Stakeholder Engagement)

2

사회

중요성 평가를 통한 경제, 환경, 사회영역의
핵심 측면 도출

재무
리스크 관리

CSR 리스크 평가 결과

핵심 측면에 대한 CSR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

보고 이슈와 연계

핵심 측면에 대한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보고

지속가능경영 전략

운영
리스크 관리

CSR 리스크 관리항목 및 대응현황 보고
핵심 측면에서 나타난 보고 이슈에 대한

Appendix
Cover Story

나가고자 하는 포스코건설의 의지입니다.

리스크 관리활동 보고

포스코건설은 늘 앞선 생각, 앞선 기술, 앞선

CSR 리스크 관리 기반의

열정으로 변화를 선도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수상실적 및 협회·단체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실현하겠습니다.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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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CEO Message

CEO 메시지

근본적인 쇄신과 지속적인 내실경영을 통하여

“GLOBAL EPC VALUE INNOVATOR”의 든든한 자리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포스코건설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이해관계자분들께

한편 PIF(Public Investment Fund;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감사드립니다.

가 저희 회사 주식의 38%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되고, 사우디
내에서 JV 합작법인 발족을 통하여 세계시장에서 다시 한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철소를 만든 엔지니어링과 건설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변화로

경험을 토대로 철강과 에너지사업, 국가 인프라와 환경사업,

Global Standard에 입각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경영

도시개발과 건축 등 핵심 사업의 기획과 금융, 엔지니어링,

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 및 운영 분야로 확장하여 글로벌 EPC Developer로 발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실천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
습니다. 사업 전 과정에서 생명사랑의 안전관리와 지구환경

2014년도는 포스코건설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경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사 이래

있습니다.

최초로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3위에 올랐으며, 5년 연속 10
조원 이상의 수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소외지역의 주거 및 학교 환경
개선, 문화 및 의료봉사 등 나눔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또한 안전도 재해율 0.08%의 국내 최저 수준으로 건설 분야의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들이 업무를 통하여 취득한 경험과 지식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포스코

등을 사회 각 계층에 기부하는 재능기부 봉사로도 사회에 기여

건설을 아껴주신 이해관계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어, 임직원

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결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년간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장 뒤에 숨어 있었던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반성하고 새로

2015년에도 어려운 경영환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알게 한 기회의 기간이었다

초유의 저유가와 주요국의 통화 불안정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등

고도 생각합니다.

극한적인 위기와 도전이 요구되는 한 해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양질의 총력 수주체제’,

포스코건설은 미래를 꿈꾸며 이루기 위하여 다시 정도로 돌아

‘프로젝트 관리 역량 업그레이드’ 및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가 근본적인 경영쇄신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자랑스

현금흐름 중시’ 등 전 분야 쇄신경영을 통하여 불황을 극복하고

러운 기업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포스코건설의 끊임없는

지속성장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 황 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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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회사 개요
Company Overview

‘21세기를 선도하는 Global 기반의
EPC Value Innovator’

지속가능경영 성과

회사 현황 (2014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1994년 12월 출범 이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2014년 주요 지속가능경영 성과

2014년 포스코건설은 1만 3천세대에 달하는 더샵 아파트의 성공

구분

성과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3위

비고
-

(POSCO ENGINEERING & CONSTRUCTION CO.,LTD)

적 분양을 통해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는 등 창사 이래 처음으로

현장 온실가스 배출량

87,720톤

전년대비 23% 감소

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과 노하우, 경험인력을 토대로 글로벌

대표이사 사장

황태현

시공능력평가 3위에 올라 국내 Big 3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신

현장 폐기물 재활용 비율

76%

전년대비 3% 증가

E&C(Engineering & Construction)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

본사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기술 9건을 추가 인증 받아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신기술을

환산 재해율

0.08%

국내 건설사 최저 수준

다. 특히 해외사업의 증가에 따라 사업 기획부터 설계, 구매, 시

설립일

1994년 12월 1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0.08%의 국내 건설

KS-QEI(한국품질만족지수)

1위

아파트 부문 6년 연속

직원수

4,133명

직원 1인당 교육 시간

63시간

전년대비 46% 증가

업종

건설업(Engineering & Construction)

1% 나눔활동 기부액

5.4억원(임직원) /

전년대비 2.2억원 증가

사업영역

제철플랜트, 에너지플랜트, 화공플랜트, 물환경, 토목, 건축 등

신용등급

기업어음 : A1, 회사채 : AA-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공, 운영에 이르는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PEPCOM*(펩콤) 체제
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
및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윤리경영, 인재경영, 사회공

사 중 가장 낮은 재해율을 기록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4억원(회사 매칭그랜트)

헌, 동반성장활동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면모를 갖추

글로벌 사업 성과

며 Global EPC Value Innovator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하

국내/해외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백만원)

고 있습니다.

매출액

포스코건설은 미얀마, 칠레, 이라크 등 16개국에서 총 21개의 거

*P
 EPCOM: Planning,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Operation & Maintenance

점을 운영하며 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

6,367,673

2013

1,660,597

습니다. 회사의 5대 전략 방향에 따라 동남아, 호주, 중남미 등 기

재무 성과

진출국의 인접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내 건설시장은 주택 주도로 확대되면서 성장세로 반전하

어려운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포스코건설은 2014년 10조 131

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태로 해외 건

억원을 수주액을 기록하였으며, 매출 7조 5,147억원, 영업이익

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 약 32%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이
등으로 중동 및 중남미 지역의 매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재무 성과 (개별기준, 단위: 백만원)

법인(13개)

7,514,710

7,041,300

자산

7,893,307
404,351

355,843

자산

6,853,318
자본

346,107

자산

6,566,784

2,886,158

자본

277,320

2,968,191

자본

2,972,450

부채

98,714

지사(6개)

중국: 베이징*, 훈춘

카자흐스탄: 알마티

인도: 구르가온

캄보디아: 프놈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칠레: 산티아고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페루: 리마

캄보디아: 프놈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호주: 브리즈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3,885,127

부채

3,594,334

2013

국내

353,789
50,562
250,806
26,515
해외

2014년 해외 지역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동남아: 277,971(11.5%)
기타: 120,277(4.9%)

인도: 14,712(0.6%)
중국: 2,384(0.1%)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중동 : 261,181(10.8%)

사무소(2개)

멕시코: 멕시코시티

부채

5,007,149

영업이익

2014

글로벌 네트워크
8,028,269

2,428,304

2014년 글로벌 사업의 총 매출은 2조 4,283억원으로 전체 매출
는 이라크 카밧 화력발전소와 브라질 CSP 일관제철소 프로젝트

2,773억원의 성과(개별기준)를 달성하였습니다.

5,086,406

2014

브라질: 포르탈레자

베트남: 하노이

에콰도르: 키토

미국: 휴스턴

*베이징-중국건설법인, 북경포스코센터법인

13,353
2012
매출

6

영업이익

2013
당기순이익

2014

2012
부채

2013

2014

중남미: 1,751,780(72.1%)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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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사업 분야
Business Area

플랜트사업
포항·광양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며 축적된 플랜트 엔니지어링 기
술을 기반으로 철강산업의 혁신 기술인 FINEX 공법 등 지속적인 역

매출액

에너지사업

매출액

20,968

18,656

(매출 비중 28%)

(매출 비중 25%)

억원

량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전역에서 성공적인 활약을 펼치

억원

2006년 칠레 벤타나스 석탄화력발전소 수주를 통해 국내 건설사 최
초로 중남미 에너지플랜트 건설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캄피
체·앙가모스·코크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잇따라 수주하며 에너
지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 복합화력, 가스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국내 건설사 가운데 해외에서 수주한

화력 발전 분야 뿐만 아니라, 가스화기술을 활용하여 합성천연가스

제철플랜트 중 사상 최대 규모인 브라질 CSP 일관제철소와 인도네

를 생산하는 SNG(Synthetic Natural Gas, 합성천연가스)를 비롯

시아 일관제철소 등 해외 Mega Project를 동시에 수행하였습니다.

해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또한 자원개발과 산업플랜트 부문으로 사업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및 저장기술) 등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향

세계 속에서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후 초초임계 석탄화력발전 및 친환경 가스화기술 기반의 IGCC(In-

로젝

트

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철강플랜트 EPC 일괄수행 역량을 갖춘

•4,177억원 규모의 사우디 아람코(Aramco) 유황이송설비 		
•330만톤 규모의 광양 4열연공장 종합준공

소프

발전소

프로젝트 수주

▼ 브라 질 C
SP 일
관제
철

4,444억원 규모의 제강·압연공장 프로젝트 계약 체결

탄화력
피체 석

•오만 선메탈스 유한책임회사(Sun Metals LLC)와

로 가스화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레캄

•15,154억원 규모의 인도 우탐(Uttam) 제철소 프로젝트 수주

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가스화복합발전) 중심으
▼칠

주요 성과

•200만톤 규모의 포항 FINEX 종합준공

주요 성과
•600MW 규모의 페루 푸에르토 브라보(Puerto Bravo) 		
가스화력발전소 수주
•2,700억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APU 원료 재생사업 수주
•950MW 규모의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1,700억원 규모의 석문 집단에너지 건설사업 수주
•834MW 규모의 안산 복합화력발전소 준공

원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로 8공 구
선

장 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호주 등 해외 자

민간복합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가 선정과 E&C 사업군 시너지 확대, PIF 투자를 활용한 글로벌 시

고속

습니다. 향후 PIF(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의 투자를 계기로 중동

수행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베트남 등 해외 신도시 및

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가 리스크 및 시장기회를 고려한 타겟국

국도

과 O&M(Operation & Management) 분야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

업계 최고 수준의 시공능력 및 상품구성 능력과 송도국제도시 사업

기술, 풍진동 제어 기술 등을 활용한 초고층 분야에도 적극 진출하

7호

수시설,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대기청정시설 등의 환경시설 건설

건축사업

서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강도 콘크리트

호텔

라 사업에서 자원개발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폐

마라

비아, 호주, 폴란드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영역 또한 인프

제2

외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

양간 도

통해 Top Tier의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

-광
전주

도로, 철도, 항만, 환경시설 등 다양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경험을

▼ 미얀마 대
우아

토목환경사업

주요 성과
주요 성과

•1,100억원 규모의 분당 매화마을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 수주

•호주 카마이클(Carmicheal) 광산과 애봇포인트(Abbot Point) 			

•국내 최고층(305m, 65층)의 인천 송도국제도시 동북아무역센터		

수출항만을 잇는 철도사업 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베트남 호치민 74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 수주
•613억원 규모의 베트남 다낭-꽝아이 고속도로 5공구 수주
•944억원 규모의 동해 남부선 덕하차량기지 공사 수주(총 규모 2,360억원)
•1,015억원 규모의 울릉 사동항 동방파제 축조 공사 수주(총 규모 1,562억원)

8

(NEAT Tower) 준공

매출액

매출액

•미얀마 대우 아마라 호텔 프로젝트 진행

10,562

24,960

(매출 비중 14%)

(매출 비중 33%)

억원

억원

•9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라뚜 프라부(Ratu Prabu) 3빌딩 		
프로젝트 수주
•700억원 규모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리스퍼블리카 쇼핑몰		
(Astana Respublika Plaza) 프로젝트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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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비전 및 전략

Corporate Governance

Vision & Strategy

이사회 구성 및 역할

Corporate Governance · Vision & Strategy

5대 전략 방향

2014-2015년 상반기 이사회 주요 의결내용
개최일자

의결내용

포스코건설은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

2014. 01.28

2013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포스코건설은 ‘Global EPC Value Innovator’라는 비전 하에 ‘2020년 Global 수익성 Top 10, 수주 26조원, 매출 17조원’을 목표로 설정하

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이사회는 사

02.13

제 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외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해외 신시장 개척, 차별적 경쟁 전략 도입, 경영 인프라 고도화, 조직

내이사 3명과 비상무이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PIF(Public

03.17

2014년 이사 선임 및 직위부여의 건

의 전략 실행력 강화를 5대 전략 방향으로 수립하였으며 내실경영을 강화하여 기초체력이 튼튼한 우량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4.09

2014년 공정거래 자율실천프로그램 관리자 신규 선임 외

Investment Fund,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의 주식 양수도

06.12

단·중기(‘14~’16) 수정경영계획 외

거래 종결일 이후 4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비상무이사 총 6명으

08.14

IBC 법인 지분 매각 외

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사진은 PIF에서 선임하는 사내이사 1명

12.15

2015년 경영계획(안) 외

과 비상무이사 1명이 포함될 예정으로 상호 견제를 통한 의사결

12.22

(주)포스코플랜텍 유상증자 참여

정으로 이사회 활동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2015. 01.29

Global

비전

제 33기 결산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외

02.26

제 33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변경 승인의 건 외

사회는 경영 기본방침 및 정책, 연간 운영목표 및 예산승인 등 경

03.16

2015년 사내이사 직위부여의 건 외

영 관련 사항과 신주발행, 투자계획 등 재무 관련 사항, 이사 관련

04.09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외

사항 등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06.01

신주발행(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외

EPC Value Innovator
재무 목표

2020년 Global 수익성 Top 10, 수주 26조원, 매출 17조원 달성

* 이사회 전체 의결내용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전략 방향

구분

이름

직책

사내이사

황태현

대표이사 사장

이정식

플랜트사업본부장

포스코 선임 예정

이영훈

포스코 재무투자본부장

PIF 선임 예정

* PIF와의 주식 양수도 거래 종결일 이후 이사회 변경사항을 반영

이사회 운영 및 주요 활동
2014년 및 2015년 상반기 동안 이사회는 총 23회 개최되어 유상
증자, 지분매각, 신용공여 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총 75건의 안

2

3

4

5

해외
신시장

차별적
경쟁 전략

경영
인프라

조직의
전략 실행력

조정

개척

도입

고도화

강화

포스코건설은 감사의 독립성을 위해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로 감
사를 선임하며 보조기구로서 내부감사를 담당하기 위한 정도경

PIF 선임 예정
비상무이사

감사제도

1
사업
포트폴리오

달성 로드맵

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역할 및 권한은 정관과 별도
의 감사규정에 명시하여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

Phase 1
2014~2016년

Phase 2
2017~2019년

Phase 3
2020년~

내실경영 강화

고수익 극대화

지속성장 유지

한 내부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 포스코건설은 수익성 강화를 위해 매력

차별적 경쟁 전략 도입 : 후발 주자로서 접근 가능한 고객을 재정

도와 경쟁력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4대 집중 / 6대 차별화 사

의하고 고객에게 차별적인 가치를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전략적

포스코건설의 주주는 PIF 지분참여 이후 (주)포스코 52.8%, PIF

업을 분류하고 전략적인 자원 분배를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

제휴 및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원가경쟁력, 기술력, 영업력 등을

38%, 포항공대 2.1%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개선할 예정입니다.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포스코건설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횟수를 조정

PIF와의 주식 양수도 거래 종결일 이후 지분율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소집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 확
대를 통해 이사진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하여

7.1%

내실있는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

PIF

화력발전 / 수처리

철강 / 복합개발 / 해수담수

철도 / 자원개발

재개발 / 주택 도급 /

포항공대
* RDF: 폐기물고형연료화

경영 인프라 고도화 : 기획, 관리, 구매 등 핵심 Value Chain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
정적인 경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조직의 전략 실행력 강화 : 포스코건설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전
임직원과 공유하고 실천 프로세스를 체계화하여 ‘Global EPC

해외 신시장 개척: 기존의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방

38%
52.8%

10

6대 차별화 (Differentiate)

SNG·RDF*

우리사주+소액주주

또한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경영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으로 이사
회를 통한 경영 의사결정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주)포스코

4대 집중 (Intensify)

Value Innovator’라는 비전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식에서 벗어나 동남아, 호주, 중남미 등 기 진출국의 인접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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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thics Management

윤리경영 추진체계

해외 반부패 활동 강화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 평가

향후 계획

사회적으로 기업에 요구되는 윤리경영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

포스코건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수

부서 단위의 자율적인 윤리실천 활동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피

포스코건설은 앞으로도 기존 윤리경영 활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

며 상품이나 서비스 선택 시 윤리적 기업인지 고려하는 윤리적 구

행하더라도 해외 반부패 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글로벌 윤

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 평가를 시행하

켜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최근 일부 임직원에게 발생한 비

매 성향이 증가하는 등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매

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FCPA를 철저히 준수하고자

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185개의 부서 및 현장을 대상으로 윤

윤리이슈와 관련해서는 면밀한 진단 분석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포스코건설은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

윤리경영 홈페이지 내 FCPA 전용 게시판을 개설하여 교육자료

리실천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2003년 윤리규범을 제정·선포한 이후 임

및 교육실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FCPA 준수 가이드라

수행도, 윤리교육 수료 실적, 비윤리행위 발생 여부, 대외 수상

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원 및 직책자에 대한 윤리교

직원 계몽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윤

인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지역 FCPA 교육을 실시하여 12

실적, 이해관계자와 만남결과 등록 실적 등 회사가 운영하는 모

육을 강화하여 윤리경영의 솔선수범 문화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

리실천 3원칙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국 48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FCPA 준수와 관련하여 해

든 윤리 관련 교육 참가실적과 부서별 윤리실천 성과를 종합 평

한 임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딜레마 상

윤리실천 3원칙은 리더가 솔선수범하여 윤리실천의 롤모델이 되

외 직책보임자를 대상으로 FCPA 뉴스레터를 격주로 발송함으로

가하였습니다. 2013년까지는 1개 우수부서만 수상하였으나 2014

황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윤리딜레마 사례를 모

어 새로운 윤리문화를 선도해야 하며, 다양한 계몽활동과 자기

써 윤리경영 의식이 내재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년 3개 우수부서로 수상을 확대하여 부서별 윤리실천 활동을 독

아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학습 등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윤리실천을 강화하고, 감찰활동

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직원이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

려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강화 등 엄정한 윤리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

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베트남, 중국, 포르투갈어로

어 있습니다.

번역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협력사 윤리경영 강화

임직원 윤리교육 실시

수준 높은 윤리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함께 수행

니다. 특히 해외법인 및 현장의 FCPA 위반 리스크가 높은 지역

하는 협력사의 윤리의식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관리해야 합니

을 대상으로 전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리스크 발굴 및 예방 조치

뿐만 아니라 글로벌 최고 수준의 FCPA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윤리실천 3원칙 외에도 글로벌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을 갖추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협
력사 실사 및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와 심의 절차를 강화할 것입

을 제정하였으며, 윤리규범 내 인권존중,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윤리규범을 지속적으로

윤리경영 내재화를 위해 상임감사 및 정도경영실 그룹장이 각 부

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국내외 계약에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첨

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서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부서별 윤리교육을 비롯하여 사이버

부하여 공정한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에게 비윤리행

금품수수, 횡령, 성희롱, 정보조작 등 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윤리교육, 팝업을 통한 윤리교육, 담당 임원과 함께하는 윤리교

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윤리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Out)

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를 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포스코패밀리와 이루어지는 모

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

2014년에는 회사의 윤리실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옴부즈퍼슨

든 거래 및 계약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등록 협력

리더의 솔선수범

및 윤리실천리더 202명을 대상으로 윤리실천 워크숍을 실시하였

사에게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포스코건설의 윤리의식을 전파하고

습니다. 또한 CEO 간담회 시 직책보임자 270명을 대상으로 윤리

있으며, 윤리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명절 전에는 협력사 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윤리 리스크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현장

장소장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재무관리자와 해외 부임자를 대상으로 매월 윤리교육을 실시하

에는 국내 96개 현장의 총 1,108명의 협력사 직원에 대해 교육을

여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2014년에는 총 17,308

실시하였습니다.

윤리실천의 롤모델
새로운 윤리문화 선도

2

윤리실천
3원칙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총 20,517시간의 윤리교육을 실시하였

3

끊임없는 교육

일벌백계

다양한 계몽활동
자기학습에 의한 성숙

감찰활동 강화
엄정한 윤리원칙 고수

습니다.

윤리경영 포스터 제작
윤리교육 실시 현황
윤리교육
임직원

협력사

12

Case study

포스코건설은 효과적인 윤리경영 홍보를 통해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상·하반기에 걸쳐 윤리경
단위

2012

2013

2014

명

17,743

15,994

17,308

시간

18,479

18,938

20,517

명

476

1,558

1,108

시간

476

1,558

1,108

영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윤리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에 대한 내용을, 하반
기에는 윤리실천 마인드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여 비윤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고 임
직원들이 업무 전반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작된 포스터는 전 임직원이 볼 수 있도
록 국내외 현장과 본사 및 지사 사무실에 부착하였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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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 Engagement

이해관계자 참여
Stakeholder Engagement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포스코건설은 이해관계자별 참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주요 의견을 파악하여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

협력사 Partner

투자자 Investor

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주요 의견 중 경제, 사회,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
시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대응

주요 의견

포스코건설의 대응

공정한 거래 실천 •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 운영 및

투자자와의

• 전자공시 실시

주요 의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샤피스트 주부자문단 운영(수시)
홈페이지 운영(연중)

고객

투자자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연 1회)

이미지 조사(연 1회)

협력사 경쟁력

전자공시(수시) / 대면미팅(수시)

강화 지원

국내외 신용평가 조사응대(수시)

사회공헌활동(연중)
오피니언 리더 간담회(수시)

그룹사 차원 기업설명회(분기 1회)

노경협의회(분기 1회)
커뮤니케이션
채널

사회

적극적 소통
기업가치 증대

필요한 기술에 대한 실용화 추진

• 개발기술 활용 및 기술지원을 통한 원가절감
• 기 진출국 인접시장 중심의 해외 신시장 개척

협력사 인권 강화 • 협력사와 체결하는 국내외 프로젝트의 모든 계약에
인권보호 조항 반영

사내 게시판(수시)

• 국가신기술 및 녹색기술 개발과 포스코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R&D 협업으로 기술경쟁력 강화

• 산업혁신3.0을 통한 협력사 경쟁력 강화

주니어보드, 챌린지보드(수시)

직원

•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 중 특허 및 출원이

투명한 경영활동
수행

• 임직원 대상 윤리교육 및 매년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 평가 실시
•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동반성장지원단(월 1회)
협력사 만족도 조사(연 1~2회)
간담회(수시)

친환경건설 및 연구·개발(수시)
협력사

가이드라인 준수

환경 프로세스 개선(수시)

환경

• 국내외 계약에 윤리실천 특별약관 첨부, 협력사

환경 캠페인(연 1~2회)

윤리교육 등을 통한 협력사 윤리경영 수준 관리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및 포스코건설의 대응
고객 Customer

사회 Society

직원 Employee

환경 Environment

주요 의견

포스코건설의 대응

주요 의견

포스코건설의 대응

주요 의견

포스코건설의 대응

주요 의견

포스코건설의 대응

고객만족도

• 온마음 쉐어링 서비스 론칭 및 시행

지역사회 		

• 인천지역아동센터 지원(One&One 활동)을 통한

직원 만족도

• 직원 및 가족 대상 CEO 메시지와 선물 전달		

친환경제품 및

•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기술, 탄소저감 다량치환 슬

제고

• 품질점검 등 사전예방활동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문제 해결

• 고객 접점 직원 및 협력사 대상 고객중심경영 관련
교육 시행

• 층간소음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설계 적용

강화

• 어린이를 위한 안전 시설 도입

고객 개인정보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보호 강화

• 개인정보 취급부서 및 수탁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제고

개선활동 수행
•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등

활동 강화

• 1% 나눔활동을 통한 전사적인 기부문화 장려 및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 시행 강화
•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 지속 운영

연구 개발
협력사 환경영향

• 협력사 환경관리 평가 실시(월 1회)

균형

• 가족돌봄제도 운영(최대 90일 휴직 지원)

관리

• 협력사 환경경영 확산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시행

환경법규 준수

• 환경관리 전산시스템을 통해 환경법규 위반 사항에

• 해외 근무 예정기간 1년 이상 직원에 대한 		
가족동반 지원
직원 및 부서간

• 노경협의회를 통한 직원 의견 수렴(분기 1회)

소통 강화

• 노경합동 조직 활성화 이벤트를 통해 직원 및
경영진간 소통 활성화
• 해외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CEO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14

래그 콘크리트 기술 등 친환경 기술의 지속적인

• 포키즈 어린이집 운영(만 1~5세)

• 공공외교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문화교류 및 		

봉사 및 기부

기술 개발

일과 삶의

진로탐색 지원

교육시설 지원

(생일, 출산 등)
• 해외 근무 직원을 위해 국내 소식 및 식료품 제공

•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소외계층 가구 대상 주거환경

• 연 1회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고객 안전보건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속 지원

대한 실시간 평가 및 즉각적인 조치 시행
기후변화
대응활동

•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관리
• 친환경 주택 건설 및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 협력사 건설장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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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Materiality Test

중요성 평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중요성 평가 결과

high

Materiality Test

윤리경영

57개의 이슈에 대해 포스코건설과의 연

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고주제를 선별하여 추진체계, 활동 성과,

집 및 분석하는 부서의 견해와 경영기획 및 인사 등 기업 내부적

관성과 이해관계자의 의사판단에 미치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각 이슈를 포스

는 영향으로 중요성을 정량화하여 우선

경영 이슈 분석 및 이해관계자 조사 등으로 구성된 중요성 평가

코건설과의 연관성과 이해관계자의 의사판단에 미치는 영향으로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상위 20개의 이

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정량화하였습니다.

슈가 핵심 이슈(Material Issue)로 선정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표준 분석을 비롯하여 2014년 미디어를 통

본 보고서에서는 정량화 결과에 따른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이

되었으며, 37개 이슈는 연관이슈(Rele-

해 보도된 기사 분석, 국내외 동종산업 우수 보고서 벤치마킹, 내

해관계자들에게 포스코건설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공개하고 있

vant Issue)로 분류되었습니다.

부 경영현황 자료 분석 등 지속가능경영 이슈 분석을 통해 총 57

습니다.

핵심 이슈에서는 윤리경영 강화, 지역사
회 발전 기여, 안정성장을 위한 재무구

개의 이슈를 확인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기여

폐기물 관리

인권보호 및 다양성 존중
신성장동력 발굴
환경규제 대응 강화
기후변화 대응
임직원 역량 개발
품질관리 강화
해외 신규시장 확대

조 관리 등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정
글로벌 표준 분석

미디어 분석

GRI 산업별 이슈

포스코건설 관련 미디어 노출 기사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 및 DJSI 등 지속가능경영

2014년 한 해 동안 언론을 통해 노출된 포스코건설 및 건설산업의 지

관련 글로벌 표준을 통해 포스코건설의 지속가능경영 방향과 관련

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하여 미디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1,256

한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GRI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관

건의 기사를 검색하였으며 경제, 사회, 환경의 TBL(Triple Bottom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고객 소통 강화
법규 준수
친환경 기술 개발
현장 환경관리 개선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생물 다양성 보호
안정성장을 위한
협력사 상생 및 소통 강화
재무구조 관리
건설자재 사용량 관리 및 최적화

이해관계자 영향도

포스코건설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중

이후 고객, 구매, 노무 등 평소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의견을 수

M AT E R I A L
ISSUE

되었으며 이는 내실 중심의 성장을 추구
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최근 경영 기조
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한 과거에 비해 환경관련 이슈들이 높게

련 중요 이슈 71개 중 국내 현황에 적합한 이슈 42개를 도

Line) 기준 및 긍정·부정 분류를 통해 외부적 관점에서

사회, 환경적으로 기업에 요구되는 책임

출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더욱 커지고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으
로 분석됩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동종산업 이슈 조사

포스코건설 경영현황 분석

국내 및 해외 건설사 보고 이슈

경영전략 / 주요 활동 및 성과

핵심 이슈 중심의 보고서 구성

low

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low

국내외 동종산업 선진기업들의 주요 CSR 보고이슈를 분석하여 산

포스코건설 지속가능경영 TFT에 대한 인터뷰 및 내부 보고자료 수

정된 20개의 핵심 이슈에 대하여 포스

업 내 특징적 사항들을 확인하였습니다. DJSI 등에서 우수한 성과

집·분석을 통해 2014년 포스코건설의 주요 경영활동 및 2015년 추

코건설의 추진체계, 활동 및 성과, 향후

를 보이는 총 12개 기업에 대하여 CSR보고서, 홈페이지 등을 조사

진계획 등을 확인함으로써 경영상의 중요 분야 및 이슈를 파악하

하였습니다.

였습니다.

•안정성장을 위한 재무구조 관리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 운영
경제

•법규 준수
•신성장동력 발굴

각 이슈는 GRI G4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폐기물 관리
•친환경 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면에 대해서는 포스코건설이 인지하는

환경/

•환경규제 대응 강화

중요성, 대응방향, 성과 측정 방법 등을

안전

•현장 환경관리 개선
•건설자재 사용량 관리 및 최적화

보고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호

또한 핵심 이슈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주

•현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요 성과를 함께 보고함으로써 이해관계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자들에게 요약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
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고객 소통 강화
사회

•협력사 상생 및 소통 강화
•품질관리 강화
•인권보호 및 다양성 존중
•임직원 역량 개발

16

page

•Anti-corruption (반부패)
•Economic Performance (경제성과)
•Indirect Economic Impacts (간접경제효과)

12-13
6, 28-35
64-67

•해외 신규시장 확대

계획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측면(Aspect)으로 분류되며 각 측

핵심 이슈 선정

연관된 G4 Aspect

high

•윤리경영

본 보고서에서는 중요성 평가를 통해 선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핵심 이슈

분야

/ TFT 인터뷰 및 설문

지속가능경영 이슈 Pool 구성

포스코건설에 미치는 영향도

•Energy (에너지)

45

•Biodiversity (생물다양성)

42

•Emissions (대기오염)

44

•Effluents and Waste (폐기물)

43

•Compliance (환경법규 준수)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39
46-49

(안전 및 보건)
•Training and Education (훈련 및 교육)
•Human Right (인권)
•Local Community (지역사회)
•Customer Health and Safety 		
(고객 안전 및 보건)
•Product and Service Labeling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59-60
63
64-67
55-5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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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리스크 관리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Integrated Risk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Strategy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

재무 리스크 및 운영 리스크는 다양한 측면에서 세분화되어

는 것은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설

각 측면별로 담당 조직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리스크의 중요

산업은 영업단계에서 수주 후 착공 및 운영단계까지 전 과정

도에 따라 대응방안 및 완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 걸쳐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지

2015년에는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CSR(기업의

못할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포스코

사회적 책임) 관련 리스크 관리를 위해 운영 리스크 측면에서

건설은 사업 전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발생

CSR 리스크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전략 재수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립 및 대응활동을 추진함으로써 개선된 통합 리스크 관리체

한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재무 리스크 및 운

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영 리스크를 포괄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
재무
리스크

유동성, 신용, 외환 리스크 등

* 재무 리스크에 대한 세부 내용은

통합 리스크 관리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운영
리스크

영업단계에서 수행단계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의 리스크 관리

CSR
경영 전반의 사회적 책임 관련
리스크 관리

인식 및 정의

분석 및 평가
CSR 리스크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도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 발
전에 대한 책임만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환경, 인권, 사회공헌 등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로 포괄되는 다양한 사항이 기업에 요구되고 있

R

습니다. CSR에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인 기업은 사회적 평판 악화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포스코건설은 지속가
능한 성장을 위해 CSR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이를 사전에 대응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

발생가능성, 영향력 등 리스크 중요도 평가

통합관리

개선 과제 시행

모니터링 및 평가

세부 활동방향에 대하여 담당부서별
과제화 및 개선 시행

과제 진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행 결과 평가

CSR 리스크 기반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재무 리스크 및 운영 리스크를 포괄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18

CSR 리스크 분석 결과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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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RISK
MANAGEMENT

Project Risk Management

리스크 DB 구축현황 (2014년 3분기 기준)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수행단계 리스크 관리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 계약부터 완료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현장에서는 시공 품질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보건 등 수많은 리

영업단계 및 수행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발생 가능 리스크

스크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프로젝트 수행

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으며 해외 프로젝트에도 확

[Q-HSE부문] COUNTRY REPORT *

총

시 발주처로부터 ISO 31000, PMBOK 등 Global Standard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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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완료

하는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칠레, 브라질, 페루, 멕시코,
이스라엘, 베트남,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폴란드

기존에는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각 현장단위에서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회사의 지적자산으로 남지 못하고 사라지
게 되어, 동일한 대응활동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
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프로젝트

신규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이라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본사측면의 전담지원을 강
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질, 환경, 안전, 보건 등

영업단계 리스크 관리

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하여 대응사례를 DB화하여 공유함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체계

*C
 OUNTRY REPORT : 해외 프로젝트 초기 실행에 반영해야 할 해당 국가의

으로써 리스크 관리에 대한 성숙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주 이전 리스크 검토회의, 계약점검

Q-HSE부문 현지법, 노동환경 등 현지 정보 및 이슈사항 보고서

회의 등을 운영하여 영업단계부터 리스크를 관
2015년에는 Q-HSE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체계인

리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규모,
프로젝트 운영

인(Risk Factor)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및 대응사례를 수립할 것

관, 현지여건(국내/해외) 등 7개 평가항목을 기
2014년 RM회의는 총 489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업단계

수행단계

개국)를 분석하여 공사기간 및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관리영역
프로젝트 규모, 수익성,

데이터를 비교, 검토하여 수립되며 계약 검토 및 협상 시 판단기

출자규모, P/F보증,

의는 총 158건이 진행되었으며 총 회의 및 심의

70

건수는 전년대비 9.3% 증가하였습니다.

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품질, 안전, 업무 인프라, FA, CSR

참여형태, 발주기관,

•리스크 검토회의 및

해 손익 개선, 보증 축소, 출자 축소, 수주비 절

•리스크 요인 발굴 및 DB 구축

계약점검회의 실시

감 등 약 2,400억원의 재무적 개선효과를 얻을

•계약 및 견적서 반영

•7개 평가항목에 따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상업계약 조건

•대응방안 제시 및 현장 직접 지원

A, B, C 등급 구분

등 비재무적 영역에서도 리스크 검토를 진행하

•등급에 따른 전사심의, RM심의,

RISK MANAGEMENT CASE

•리스크 완화 활동 추진

본부 자체심의 운영

여 39건의 위험요인을 확인 후 리스크 완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주 프로젝트 수익성 관리 성과
2014년 계획
개선건수

2014년 실적

개선금액(억원)

개선건수

FA

HSE

관리방법

품질

현지여건(국내/해외)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

건

534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사업심

2,107

약) 요건, 글로벌 발주처(44개) 요구조건 및 KOTRA 국가 정보(14

의를 전사심의, RM심의, 본부 자체심의 등으로

3,956

(2014년 프로젝트 취합률 74%)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리스크 판단기준은 FIDIC(국제표준계

이후 각 등급별 리스크에 따라 리스크 사업심

해외 프로젝트 초기 OSS(One Stop Service) 지원

포스코건설은 해외 프로젝트 초기 Q-HSE 분야 리스크의 선제적 대

한 Start-Up단계로 구분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Pre-Con단계

응 및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PQ단계부터 현장개설까지의

에서는 PQ/입찰 지원 시 발생 가능한 Q-HSE 및 공정분야에 대한 리

Q-HSE, 공정, FA, 업무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한 OSS 지원활동을 신

스크를 조기 발굴하여 대처하고 Start-Up단계에서는 발주처의 요구

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현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조건을 파악하여 프로젝트 착수에 필요한 문서의 작성 및 현장개설을

있습니다. PQ/입찰 지원을 위한 Pre-Con단계와 현장개설 지원을 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고(증감)

개선금액(억원)

개선건수

PQ제출

개선금액(억원)

손익 개선

10

200

27

788

17

588

보증 축소

5

-

10

506

5

506

출자 축소

5

50

13

1,098

8

1,048

수주비 절감

5

10

24

69

19

59

기타 사업조건 개선

50

-

39

-

11

-

합계

75

260

113

2,461

3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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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입니다. 이를 토대로 짧은 입찰준비 기간 중 효과적인 지원 업무

프로젝트
단계

공정

준으로 리스크를 A, B, C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245

수익성, 출자규모, P/F보증, 참여형태, 발주기

해외 프로젝트 수행성과물 DB

‘포스코건설 Risk Judgement Standard’를 구축하여 리스크 요

RM

사업심의

입찰

계약(수주인식)

현장개설 지원 요청 (계약발효예정일 -1개월)

+3개월

현장개설 지원: 4개월
Pre-Con단계 (~ 수주인식 시점)
PQ 질의서/입찰서류 작성지원 및 Risk 검토지원
(대상: Q-HSE, 공정, 업무 인프라 분야)

Srart-Up단계 (수주인식 후 ~ 현장개설 착수 후 +3개월)

지원 종료

Q-HSE: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처 제출 서류 작성
업무 인프라: 현장/발주처 VOC에 따라 현장 포탈 구축 지원
FA: 유관부서 정보 취합 및 현장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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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Risk Management

CSR 리스크 인지

CSR 리스크 관리

49개의 CSR 리스크에 대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Matrix를 구성하여 각 리스크별 중요도를 확인하였습니다. 붉은색
으로 표시된 영역(Critical, Major)은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이 높은

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CSR 리스크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중요도 및 대

리스크로 포스코건설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가 포함된

3.00

응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Tool을 개발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CSR

영역입니다. 경제 분야 4개, 환경 분야 3개, 사회 분야 5개의 리스

2.80

리스크 대응수준에 따른 완화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

크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해외사업과 관련 있는 환

2.60

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율 관리, 세금 납부, 인플레이션 등이, 환경 분야에서는 건설업의

2.40

특성과 관련 있는 폐기물 처리, 생물다양성 보호 등이 중요 관리 리

2.20

스크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

Serious

Major

Critical

Moderate

Serious

Major

Minor

Moderate

Serious

2.00

심을 받고 있는 고객 및 작업자의 안전보건과 반경쟁행위 근절 등

1.80

이 포스코건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
CSR 리스크 관리체계

IMPACT

CSR
RISK
MANAGEMENT

CSR RISK MATRIX

포스코건설은 기존의 리스크 관리 영역에 CSR 리스크를 추가하여 통합적인 리스

는 리스크로 도출되었습니다.

1.60

노란색 영역(Serious)은 발생가능성 및 영향력이 매우 높지는 않지

1.40

포스코건설은 CSR 측면에서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 요인을 파악

수준을 리스크 거버넌스, 대응활동, 문화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

만 리스크 발생요인에 대한 지속적 확인과 관리가 필요한 리스크가

1.20

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표준들을 분석하였습

및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리스크별 중요도 대비 적절한 대응이 이

포함된 영역입니다. 경제 분야 2개, 환경 분야 4개, 사회 분야 11개

1.00

니다. 건설산업 관련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중심으로 리스크를 파

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개선이 필요

의 리스크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품질관리, 사업 현

악하여 경제, 환경, 사회 측면의 49개 CSR 리스크 요인을 선정하

한 사항에 대하여 과제 시행 및 담당부서 협업을 통해 리스크를

지의 정치/사회적 리스크 등이 포함되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공

였습니다. 각 요인들에 대해서 어떤 세부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

완화하고자 노력하며, 리스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

사 중 소음, 먼지 등 공해물질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관리가 도출되

는지를 정의하고 리스크별 중요도를 영향력 및 발생가능성으로

영 전략체계를 수립함으로써 CSR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및 관리

었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국내외 작업장의 업무환경 개선 및 근

구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리스크는 영향력 및 발생가능성에 따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로자 인권보호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PROBABILITY
1.00

1.20

1.40

1.60

경제

영역

1.80

2.00

2.20

환경

2.40

2.80

사회

3.00

계

Critical

3

-

-

Major

1

3

5

3
9

Serious

2

4

11

17

Minor

-

8

11

19

라 중요도를 5단계(Critical, Major, Serious, Moderate, Minor)

녹색 영역(Minor, Moderate)은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지는 않

로 구분하였습니다. 이후 각 리스크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대응

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스코건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

Moderate

-

1

-

1

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을 수립하거

계

6

16

27

49

나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리스크의 발생가
능성과 영향력의 변화를 확인 및 모니터링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 분야 9개, 사회 분야 11개의 리스크가 분석되었으며 에너지
CSR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효율 관리, 재활용 자재 사용, 협력사 관리, 건축물 친환경 인증 등
CSR 리스크 대응현황

이 포함되었습니다.

step 1

step 2
CSR 리스크 인지

step 3
대응현황 분석

CSR 리스크 중요도
평가 Tool 개발

리스크 완화

대응현황 분석

Critical & Major

Minor & Moderate

49개의 CSR 리스크에 대한 대응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리
인지

스크별 중요도에 따른 대응활동을 3개 영역(거버넌스, 대응활동,
중요도 평가

Serious

문화) 6개 세부항목(인지, 보고라인, 관리활동, 모니터링, 교육,
목표관리) 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인

영향력과 발생가능성으로
구분하여 평가

담당 부서별 현황 평가

지 및 교육활동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적

목표관리

보고라인

교육

관리활동

극적인 목표관리 등의 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반영 및
개선활동 추진

CSR 리스크
도출

리스크 완화
CSR 리스크 대응현황 분석결과에 따라 리스크별 개선과제 도출

대응현황
조사 Tool 개발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표준
및 포스코건설 지속가능경영
활동 분석

대응현황
분석

등의 리스크 완화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재수립함으로써 전사적인 CSR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포

리스크 거버넌스, 대응활동,
문화 측면의 조사 영역 설정

조사 영역별 대응현황
분석을 통한
우수 및 개선영역 도출

스코건설은 CSR 리스크의 중요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프로
젝트의 PLC(Project Life Cycle) 단계별 CSR 리스크 관리를 통
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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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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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Risk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Strategy

SUSTAINABILITY
STRATEGY

Sustainability Strategy

지속가능경영 전략

전략 방향별 추진 목표  

포스코건설은 CSR 리스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였

지속가능한 Business Model 추구 : 포스코건설은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안전 및 보건 수준을 제고하기

습니다. 전략 방향은 사업적, 문화적, 이해관계자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전략

측면이 충분히 고려된 Business Model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

위한 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속적 의식개선을 추진하며 협력사의

방향별 목표와 세부 과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다. 재무적 건전성을 높여 사업적 리스크를 줄이고 소비자 중심

사회책임경영 지원을 확대하여 공급망 전체로 사회적 책임 실천

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원칙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라는 지속가능경

경영과 품질경영 활동을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을 확산하겠습니다.

영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은 외부의 목소리

CSR 리스크 완화를 위한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수립

사회적 책임 실천문화 정착 :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사회

를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CSR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사업적 기

적 책임에 기반한 기업문화가 정착되어 전 임직원의 사고 및 행

회입니다. 포스코건설은 고객, 협력사, 해외 현지를 포함한 지역

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포스코건설의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할 것입

영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윤리경영 실천을

니다. 또한 환경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시민으로
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CSR 리스크 분석 결과에 따라 중요도가 높거나 대응활동이 미진

사업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Business Model 추구’를 목표로

한 분야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전략 방향과 목표

재무건정성 강화, 고객중심경영 확대, 품질관리 강화, 신성장동력

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발굴 등을 실천할 것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경영 내

경제 분야에서는 재무건전성 강화 및 고객만족도의 지속적인 관리

재화 및 확산을 위해 ‘사회적 책임 실천문화 정착’을 목표로 정하고

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 및 사회 분야에서는 각 국가

임직원 의식 변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기업문화 정착을 이

별 규제에 따라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에

루고자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 소통 활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내재화 및

성화’를 통해 고객, 지역사회, 임직원, 투자자, 환경, 협력사 등 다

확산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해관계자와 함

‘사회적 책임과 원칙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를 포스코건

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설의 새로운 지속가능경영 목표로 정의하고 각 분야별로 파악된 개

전략 방향별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활동은 과제화를 통해 단계적

별 리스크의 중요도를 기반으로 사업적 측면, 기업문화적 측면, 이

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게 되며, 주요 활동 및 성과는 지

해관계자 측면에서의 전략 방향을 규정하고 전략 방향별 세부 목

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해 보고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
지속가능경영
목표

사회적 책임과 원칙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전략
방향성

지속가능한 Business Model 추구

추진
활동

지속가능경영 REVIEW

step 3
리스크 완화

Step 3-1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반영 및
개선활동 추진

Step 3-2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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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 수립

•소통 채널 확대
•지역사회 발전 기여
•협력사 소통 강화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및 성과(2012~2015년)
5개 영역에 대한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계약서 내 인권조

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항 반영 등 11개 항목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에는 직원

를 수립하고 ‘지속가능경영 문화 강화’, ‘인프라 강화’, ‘지속가능한 사

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이 진행되

업 개발’,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 등 4대 전략 방향에 따라 다양한 활

었으며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CSR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2015

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지속가능경영 실행력 제고를 위해

년에는 CSR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전략체계로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3-3

활동 추진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경영
개선활동 추진

이해관계자 소통 활성화

포스코건설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

성과보고

2012년

성과 리뷰 및
목표 설정

보고서
발간

2013년

2014년

2015년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수립

•지속가능경영 실행력 제고

•지속가능경영 문화 및 인식 확대

•CSR 리스크 기반 전략체계 개선

•전략 목표별 추진활동 수립

•5개 영역·11개 개선활동 추진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CSR 리스크

•전략 목표별 개선활동 수립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전략 방향
및 목표 설정

•윤리경영 실천 내재화
•인권보호 강화
•현장 안전 및 보건 강화
•공급망 CSR 지원 확대

•재무건전성 강화
•소비자중심경영 확대
•친환경 프로젝트 운영

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 프로세스

사회적 책임 실천 문화 정착

(인권, 환경, 사회공헌,

관리 확대

협력사, 임직원)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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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UILD
VALUE TOWARD
GROWTH
내실경영

28

품질관리

30

기술경쟁력

32

근원적 사업경쟁력 강화
포스코건설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 확보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힘써 시장을 선도하는
GLOBAL EPC VALUE INNOVATOR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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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uild Value Toward Growth

Substantial Management

내실경영

수익성 제고

수주 총력체제

포스코건설은 EVA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익성 향상을 위

포스코그룹의 독자적인 플랜트 상품인 FINEX* 2.0 slim化,

Substantial Management

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출보다는 이익에 중점을

CEM**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자력기술을 확보하고 플랜트 영업

두고 저수익 프로젝트의 수주를 지양함으로써 어닝쇼크를 방지

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중동 지역 고객사들과의 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주비 절감, 설계변경 극대화 등 전방위적

계를 활용한 지역기반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PIF와의 협력을 통한

인 원가절감 운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3S운동* 을 통해 생산성을

합작법인 설립을 진행함으로써 수주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 FINEX: 코
 렉스보다 한 단계 발전된 제철기술로서, 분광석을 직접 사용해 쇳물을

내실경영 추진체계
포스코건설은 내실경영을 통해 대내외적 사업환경의 어려움
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EVA(Economic Value Added)* 중

2014년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며 여전히 더딘
회복을 보였습니다. 해외 건설시장의 가격 경쟁은 더욱 심화되

* 3S운동: 생
 산성 향상 운동의 하나로 표준화(Standardization), 단순화(Simplifica-

심의 경영활동과 수주 확대 노력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의

었으며 국내 주택 주도의 건설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

Upgrade를 통해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건전하게 유지, 개선

의 어닝쇼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역시 이러한 대

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적 환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안정적인 수주기반을 기대할 수

매출채권 축소

*EVA: 경제적 부가가치, 영업이익 규모와 투입된 재원의 기회비용을 동시에 고려한 지표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EVA 중심 경영, 수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함께 투하자본*을 줄여 EVA를 제

총력체제, 프로젝트 관리 역량 Upgrade를 2015년 경영 전략 방

고하고자 합니다. 투하자본 중 대표적인 항목인 매출채권을 줄

향으로 수립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청구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에서 매출

* 어닝쇼크: E
 arning Shock,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 예상치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는 것

RELATED CSR RISKS
현금유동성

tion), 전문화(Specialization)를 의미함

하나로 통합된 압축연속주조압연설비 공정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 매출 증대를 위한 선투
입발생을 근절하고 원가투입 계획과 기성청구 계획을 연계 관
리함으로써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에도

2015년 경영 전략 방향

발주처와 신속한 합의를 통해 매출채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

전반적으로 저조한 국내 건설경기와 경쟁 심화로 인한 저가수주

고 있습니다.

로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

프로젝트의 매출이익은 관리 역량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
다. 포스코건설은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초기
설계단계부터 지역별 현지화 전략을 세우고 리스크 방지에 초점
을 둔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PRM(Project Risk
Management)을 활성화하고 착공 전 노하우 공유미팅을 의무
적으로 운영하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유사 프로젝트에서의 성
외 프로젝트 Q-HSE(Quality, Health, Safety, Environment)

EVA 중심 경영

트별 재무건전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Health Check System

프로젝트 관리 역량 Upgrade

공·실패 사례를 담당 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

*투하자본: 기업이 순수 영업활동을 위해 투하한 자본

코건설은 수익성 제고, 매출채권 축소 등의 활동과 함께 프로젝

제조할 수 있는 신제철 공정
** CEM: C
 ompact Endless casting and rolling Mill, 제강, 연주 및 압연 공정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
습니다.

구축을 통해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Focus
수주 총력체제

프로젝트 관리 역량
Upgrade

2014 KEY FIGURES

100,131

억원

수주

75,147

억원

매출

944
EVA

EVA 중심 경영
억원

프로젝트 Health Check System
포스코건설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의 주

이를 통해 프로젝트를 손익 중심에서 현금흐름 중심으로 전환하여

요 지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젝트 Health Check System을

관리할 수 있고 리스크 지표에 대한 가시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건설사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각 단계별

있게 되었으며 리스크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

로 주요하게 관리해야 할 지표들을 모니터링하여 경영층 및 현장

습니다. 또한 건설사의 가장 고질적 문제점인 발주처 수금과 하도

소장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재무적 위험 발생을 사전에

급 지급과의 차이를 축소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영업현금흐름을

방지하고 손익뿐만 아니라 현금흐름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의사결정자(사장,

포스코건설은 2014년 포스코 新경영진의 ‘POSCO the Great’

특히 최근 3년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기준을 설정하고 기

본부장, 임원, 현장소장 등)가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비전 선포와 함께 수익성 위주의 가치중심 경영체계로 전환하였

준 초과 시 경보를 알림으로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

있고 상호 연관지표 간 비교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회사의 관리

습니다. 수주, 매출 등 외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수익성과 현금

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흐름을 개선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치중심 성과지표인 EVA를 경영핵심지표로 도입하여 손익 및
재무상태 측면에서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Health Check System 도입을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있습

프로젝트 진행단계별 주요 관리 사항
수주 ~ 착공단계

시공단계

준공 이후

수주잔고, 미착공 프로젝트 현황

공정, 기성, 수금, 지급, 원가

채권 등 미결사항

니다. 포스코건설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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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Management

품질관리

의 품질 리스크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하여 품질 및 시공담당 직

자율 품질개선활동 활성화

원들과 cQSS*워크샵을 실시합니다. 계약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스코건설은 자율적인 품질개선활동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

Quality Management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발생 가능한 품질 리스크를 확인하고,

습니다. 품질의 결함이 발견되면 NCR(Non Conformance Re-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응 및 해결방안을 도출합니다.

port, 부적합 보고서)을 발행하고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

해결이 가능한 리스크는 즉시 개선하고 일상관리 대상은 중점

책을 마련합니다. NCR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활동결과를 DB

품질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화하고 각 현장에 공유함으로써 품질 결함을 사전예방하고 관리

* cQSS: Cost, Quality, Speed, Safety Risk를 개선하는 현장중심 혁신활동

할 수 있게 합니다. 2014년에는 공사책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품질경영 추진체계
품질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포스코건설은 최적의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우 고객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최고의 고객가치와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향상을 위한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포스코건설은 품질관리

사회와 미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포스코건설 품질관리 3대 핵

전문가를 육성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적이

심가치인 Customer Inside, Basic Inside, Synergy Inside에

고 체계적인 품질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 품질경영성숙도를 높이고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Global EPC Value Innovator’라는 회사 비전 달성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RELATED CSR RISKS

The POSCO Quality
고객의 속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

품질관리

해외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여 총 6,227건의 자율 품질개선활동

해외 프로젝트 전문 지원체계 구축

을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PLC(Project Life Cycle) 단계에 따라 상
시 지원팀을 구성하여 품질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

품질관리 전문가 육성

로젝트 수주 시부터 착공, 시공, 시운전,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해외 프로젝트 비중이 증가하고 선진 발주처의 국제인증 요구가

품질관리에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

높아짐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글로벌 품질전문 인력 확보 및 육성

에는 해외 프로젝트 시공 지침서를 표준화하여 구축하였습니다.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RCA, CWI, ASME* 등 해외 실무 전

이를 통해 전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IRCA 국제공인인증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심사원 14명, 프로젝트관리전문가(PMP,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12명, 국제공인용접검사원 5명 등의 전문가를 확

건설산업은 다양한 법률과 환경 하에서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따
라 많은 인력과 자재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품질 수준을

Basic
Inside

Synergy
Inside

고객의 잠재 니즈까지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여

신뢰와 소통으로

반영하여 고객가치를

편차와 낭비를

Supply Chain의

창조한다

제거한다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스코건설은 품질
전문가 육성, 전문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품질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보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

해외 프로젝트 전문 지원체계

Customer
Inside

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IRCA: International Register of Certificated Auditors, 국제공인인증심사원
CWI: Certified Welding Inspecto, 국제공인용접검사원 			
ASME: A
 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기계학회에서
제정한 국제발전설비 표준 규격

품질관리 핵심가치

향후 계획
2015년에는 건설현장의 원가 및 리스크 개선활동인 cQSS를 설

포스코패밀리 품질경영성숙도 진단

OFF SHORE

ON SHORE

포스코건설은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실시하는 품질경영성숙도 진

로세스에 대한 유효성 진단을 시행하고, 핵심 프로세스를 대상

루었습니다. 이는 포스코건설이 품질관리 측면에서 높은 성과
를 발휘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

1

위

한국품질만족지수

869

점

품질경영성숙도

6,227

착공

미합니다.

대한 선제적 대응을 실시하고 강건한 현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사 업무표준 Review Session 운영을 통해 1,125종의 프

단에서 869점을 획득하여 2013년 803점 대비 큰 폭의 성장을 이

2014 KEY FIGURES

계단계로 확대 적용하여 원가, 품질, 공기, 안전 등의 리스크에

Procedure 지원

초기 Set-Up 지원

Manual과

품질시스템 구축

Procedure 지원

R&R 확립 지원

으로 낭비요소를 발굴하여 폐기, 삭감, 간소화 원칙에 따라 개선
및 표준화함으로써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건

품질관리 성과

현장 Trouble Shooting

자율 품질개선활동

시공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포스코패밀리 품질경영성숙도 진단

점

782

803

869

국제인증심사원(누적)

명

11

16

14

CODE 관련 기술지원

발주처 제출 서류검토 /

품질 리스크 관리
준비단계에 사전 발굴하고 예방 및 개선활동을 시행함으로써 프

품질시스템 이행점검

cQSS활동 성과 및 목표

점검결과 현장 Feedback

즉실천 개선 (단위: 건)

시운전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리스크를 프로젝트

품질문서 현장적용 지원 /

준공

유사 현장 사례 지원

Peak-Time 인력지원
→ 파견상주인원 최소화

품질문서 DB구축

준공대비 품질점검

준공서류 준비지원 /

사업본부 합동점검

품질문서 DB 이관지원

2014

수압시험, 시운전 등

2015 목표

성과기여 금액 (단위: 억원)

454
2,000

2014
2015 목표

162
1,000

(준공 -2개월)

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개설되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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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Competitiveness

기술경쟁력

사업 전략과 연계한 핵심 기술 확보

개발기술 활용 및 기술지원 활동을 통한 원가절감

포스코건설은 R&D 성과가 사업 전략과 연계되어 직접적인 경쟁

개발기술의 상용화 및 엔지니어링 자력 수행으로 원가경쟁력을

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략인

강화시키고, 효과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프로젝트 품질향상에 기

집중 및 차별화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근간으로 중기 기술

여하고 있으며 해외 프로젝트의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R&D 추진체계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14개 핵심 상품을 선정하고 128건의 확보

2014년에는 개발기술 활용 및 기술지원을 통해 437억원의 원가

포스코건설이 추구하는 내실있는 경영활동은 재무건전성뿐

지속적인 사업 성장의 원동력은 우수한 기술력에서 비롯됩니다.

대상 기술을 도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절감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만 아니라 R&D를 통한 근원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

포스코건설은 경영 전략과 연계하여 ‘The 1st Mover of EPC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 포스코건설은 사업 전략과 연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Technology’라는 R&D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주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 발전을  선

차별화 기술 개발, 수익창출을 위한 개발기술 활용 극대화, 기술

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시너지 제고를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회사 성장 및 가치 창출

Technology Competitiveness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철플랜

RELATED CSR RISKS

트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기반으로 중기 기술개발 계획 및 핵심

최근 3년간 개발기술 활용률 (단위: %)
집중공종
(화력발전 / 수처리 / 철도 / 자원개발)

2012

차별화공종
(철강 / 복합개발 / 해수담수 / 재개발 / 주택 도급 / SNG·RDF)

2014

상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연구 및 개발을 추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 마케팅 차원을 넘어

진하고 있습니다.

Steel

Energy

철강

에너지

FINEX CEM, DRI 미니밀,

석탄화력발전, 석탄가스,

마이닝 플랜트

LNG 저장탱크

점차 규제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친환경 기술 개
비전
The 1st Mover of EPC Technology

발을 통해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정부 정책
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시브하우스*는 건축물의 에

Civil

* 패시브하우스: 인위적인 화석연료(전기, 석유, 나무 등)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전략 방향

대신 태양광이나 지열 등 재생 가능한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고 첨단 단열공법 		
(신소재 건축소재 등) 등을 통해 열 손실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

기업 간 지식재산에 대한 분쟁 빈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지속적

수주혁신을 위한

수익창출을 위한

기술 시너지

차별화 기술 개발

개발기술 활용 극대화

제고

Environment

2012

Architecture

토목

환경

건축

도시철도, 장대터널,

막이용 수처리,

초고층빌딩, 리모델링,

초고강도 교량

폐자원 에너지

에너지절감 건축물

71
75

해외 프로젝트 기술지원 건수 (단위: 건)

2013

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스코건설의 대표적인 노력입니다.

지식재산 관리

2013

63

2014

50
63
80

기술 시너지 제고
Case Study

포스코건설은 포스코 WP(World Premium) 강재 확대 사용으로

인 경영활동에 심각한 위험이 될 만큼 소송금액 규모도 커지면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스코 철강솔루션센터,

서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건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3개사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

설은 특허, 로열티 등 지식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리스크

하고 있습니다. 16개 프로젝트에 3,700톤의 WP강재를 사용함으

2015년 중점 추진과제

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로써 14.5억원을 절감하였으며, 품질 향상으로 발주처의 만족도
•중기 기술개발

•사업본부 - R&D센터 간

계획 수립
•효율적인 		

기술 Network 강화

2014 KEY FIGURES

•Open Innovation

기술지원 확대
•기술지원 사례 DB화 및

연구·개발 확대

447

365

연구·개발 비용

개발기술 활용

억원

억원

원가절감

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R&D 협업을 통해

확대 사용 활동 강화

•해외 프로젝트 맞춤형

원천기술 확보

•World Premium 강재

•패밀리 고유기술 및

기술역량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핵심 기

미래 성장동력 사업

술을 보유한 중소전문업체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기술 개발의

발굴

국가신기술·녹색기술 개발

사업본부 공유

63

원과 기술협력을 통해 양사 특화기술 및 연구인프라를 공유하고
포스코건설은 2014년에 암반 확장형 앵커공법, 저에너지 RO 해

건

신규 특허 등록

수담수기술 등 6건의 국가신기술 인증을 받았습니다. 암반 확장
R&D 현황

형 앵커공법은 케이블 정착장 축소로 30%의 공사비를 절감시
키고 시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저에너지 RO 해

구분

단위

2012

2013

R&D 투자비

억원

198

152

447

8

7

국가신기술 6건

국가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건

2014

녹색기술 3건

전문 연구인력

명

64

59

54

신기술 공동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상호 Win-win할 수 있는 토대
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담수기술은 세라믹 필터와 RO를 활용하여 고회수율, 무약품

지식재산권 관리 강화

운전이 가능하게 합니다. 녹색기술 분야에서도 매립형 철도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식재산권 관리의 중요성

도 기술 등 총 3건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매립형 철도궤도 기술

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은 궤도레일을 지면하에 매립 후 마감하는 공법으로 친환경 수

관리를 통해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

단으로 인식되는 노면전차(트램)을 도심부에 설치할 수 있는 기

습니다. 2014년에는 총 63건의 특허를 신규 등록하였으며 CFT

술입니다. 이로써 포스코건설은 21건의 국가신기술과 8건의 녹

Top-Down 공법,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ㆍ방수공법 등 4건의

색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높은 R&D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32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대우건설 기술연구

기술을 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CFT Top-Down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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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인공지반 녹화용 방근ㆍ방수공법 등의 기술 판매로 총 19
건에 대해 6.1억원의 기술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2012

2014년 등록 주요 특허기술

철강·에너지 분야

토목환경·건축 분야

13
50

연도별 특허등록 건수 (단위: 건)

Mg 강판용 Cooling System,

건

63

콘크리트 양생용 발열 버블 시트,

건

고효율 역삼투 해수담수 등

향후 계획
해외시장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

포스코건설 특허 보유현황 (단위: 건)

며, 국내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
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차별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수주혁신을 이루고 수익창출을 위한 개발기술 활용을 극대
화하여 패밀리사 간 기술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기술 개발 로드맵을 조기 실천하여 사업 전략에 따른 시장 및 기

철강

97

에너지

17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사업화를 추진해

토목환경

147

나갈 것입니다. 현재 신합금철 제조기술, 풍진동 제어기술 등 26

건축

115

건의 국책과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패밀리사의

4

기타
합계

380

사우디아라비아 PIF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45

2014

고온 열풍 유속 균등화 장치 등

Special Issue

40

2013

Special Issue

술 동향을 반영한 핵심 상품을 선정·개발하고, 국책 연구과제를

고유기술 및 미래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R&D협력과 시너지
제고를 위해 WP강재 확대사용 솔루션을 개발하며 기술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등 포스코건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그룹의 발전
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5년 6월, 포스코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

또한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건설사 합작설립(JV, Joint

(Public Investment Fund)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해

Venture)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발주하는 철도, 호텔,

회사 지분의 38%(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주식

건축 등 연 100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건설 산업에

10,802,850주 매각 및 포스코건설의 5,083,694주 신규 발행)를 매

공동으로 진출하고 양사간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각하여 약 1조 2,400억원 규모의 해외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

통해 신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동차, ICT(Infor-

로써 PIF는 회사의 최대 주주인 포스코에 이어 2대 주주로 포스

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민자발전사업인

코건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IPP(Independent Power Plant) 사업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글로벌 경기 악화에 따른 경영 위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원유가 하락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에너

를 극복하고 해외 신시장 및 신성장 분야를 개척하여 수익성 제

지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PIF를 중심으로 사회간접자

고와 사업경쟁력 강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본 투자, 자동차산업 등 산업 인프라 및 제조업 육성을 필요로 하
고 있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에너지, 토목 등에 대한 앞선 기술
과 노하우를 PIF에 제공하고 전문 기술자 양성을 지원함과 동시
에 중동 사업에서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보장받고 현지 로컬 회사
와의 합작을 통해 저위험·고수익의 건설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중동 3.0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토대로 포스코건설은 재무건전성 강화 및 신용등급
상향 조정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PIF가 선
임한 2명의 이사를 회사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글로벌 스탠더
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경영시스템과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구

Focus

축할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Public Investment Fund)와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충주 기술연구소
포스코건설은 2014년 R&D 환경 개선을 위해 충북 충주시 가
금면에 기술연구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약 47억원을 투자하여
87,481.4㎡의 부지에 연구실험동, Mock-Up* 시험장, Pilot
Plant 운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연구 개발 및 실험을

* Mock-Up: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기 이전에 형상 및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의 제품과 동일한 형상으로 소량의 샘플을 제작하는 것
** 구체축열 냉난방시스템: P
 hase Change Material 이용, 구조체를 배관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
*** 개질 플라이애쉬 콘크리트: 동
 절기 조기강도 확보, 수화열 감소가 가능한

지분율 변화

내구성능이 우수한 콘크리트 기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실험동은 구체축열 냉난방시스템**, 개

기존 지분율

질 플라이애쉬 콘크리트*** 등의 5건의 자체 개발기술을 적용하
였으며, 향후 자체 시험을 통한 자력연구 역량 강화와 외주 시험

시설명

용도

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험체 제작장 및

97건 철골 및 콘크리트 구조실험체 제작, 		

철도기술 실험실

2중 반진구조, 저소음철도교량 테스트

플랜트환경실험실

Pilot Plant 핵심부분 실험

모델 실험실

Lab. Scale 모델, 수(Water) 모델, 		

PIF와의 주식 양수도 거래 종결일 이후 지분율
(주)포스코

8.1%

(주)포스코

포항공대
우리사주+소액주주

7.1%
2.1%

2.4%

34

바닥충격음 표준실험, 친환경 자재 성능평가

Mock-Up 시험장

현장 적용 시험체 제작

Pilot Plant 운영장

Pilot Plant 운영 및 조립

폭로시험장

재료 및 구조물의 내후성 실험

포항공대
우리사주+소액주주

해석검증용 실험
건축 Mock-Up 실험실

PIF

38%
89.5%

52.8%

35

WE BUILD
VALUE FOR
GREEN TOMORROW
친환경경영

38

안전보건경영 46

선진화된 환경·안전체계 구축
포스코건설은 친환경경영을 실천하여 아름다운 지구환경을
보전하는데 앞장서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모든 임직원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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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경영

주요 활동 및 성과 (사업 프로세스 단계별)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제도 및 시스템 (친환경 환경관리 시스템 환경경영 인증)

친환경경영 추진체계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져 감에

포스코건설을 비롯한 포스코패밀리사는 환경을 통한 지속가능한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 방침을 공동

으며, 한편 이러한 환경 문제는 친환경 기술 개발 등의 새로

으로 선포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지속적인 환경 개

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

선, 오염 예방 및 법규 준수 등을 비롯하여 자원순화형 사회 구축

으로서 환경 문제 개선에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경영을 실

및 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속가능

천하며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노

경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건설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호하고자 “Build the

R&D

R&D
•친환경 공법 및 기술 개발

Green”을 환경경영 비전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친화
적 건설문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여 전 사업장이 환경경영을

RELATED CSR RISKS

련 노하우를 협력사에 전파하여 전 사업과정에서의 친환경경영

환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전 지구적 관심사항입니다. 포

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구매

시공

설계

폐기

마케팅(이해관계자 소통)

구매

•친환경 설계

•협력사 환경관리 평가

•환경 위험 요소 사전 제거

•협력사 우수사례 발굴 및 적용

•환경 법규 및 동향, 		

•협력사 환경경영 확산 지원

적용 방안 교육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한 환경경영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관

온실가스 배출 저감

설계

시공

스코건설은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고 환경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

•폐기물 업체 발굴

•환경의 날 캠페인

•친환경 현장 관리

•폐기물 올바로시스템과

•친환경 건설 우수사례 발표회

•환경자율개선활동
•환경민원 지원 제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협력사 환경경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

•현장 환경사고 예방지원

사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케팅(이해관계자 소통)

폐기

•환경관리 교육체계

•생태계 보전활동

연계 시스템 개발
•폐기물 발생 저감 		
우수사례 발굴

Build the Green 지구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건설

폐기물 관리
건설업은 특성상 많은 폐기물이 배출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

제도 및 시스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부임 예정 임직원을 대상으

포스코건설의 친환경경영은 경영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

로 현지 환경 법규, 위반 사항, 폐기물 처리 방법 등의 교육을 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

행하여 환경 관련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및 근로자 환경교육 및 서약

롭게 제정되는 환경 법규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대응활동을 추진

•환경친화적 건설현장 관리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
량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관리하고 신규 기술 개발을 통해 폐기
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Green
Culture
정착

판단하고 환경 캠페인과 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 현장

•포스코패밀리 그린워크 캠페인

포스코건설은 2000년,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이후 환

•환경의 날 행사 및 지역환경 봉사활동

친환경 환경관리 시스템

경경영뿐만 아니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를 포함한 지속적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건설업에 적합한 환경

- POEMS(POSCO E&C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인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 발효된 화학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전 현장에서 건설업에 최적화된 친환경 환경관리 시스템을 도입

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비상사태에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 관련 계획 수립 및 실적

대한 대응수준 검토 및 중점 심사를 진행하는 등 관리 수준을 높

•환경경영체계 선진화

관리, 환경법규 파악 등이 가능하며, 폐기물 및 온실가스 등 환경

이고 있습니다.

•친환경관리 시스템 운영

데이터의 수집·분석과 같은 전반적인 환경 관련 사항을 자동으

2014 KEY FIGURES

4,134

건

76

%

20,392

tCO₂eq

현장 환경관리

폐기물 재활용

현장 온실가스

자율개선활동

비율

감축량

Green
Process
정립

있습니다. 매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친환경 건설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자율개선활동 및 환경인원 지원
•협력사 환경경영 확산 지원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활동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현장
과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및 지구환경 보전에 앞장서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외 프로젝트 환경관리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주단계부터 계약 후 실행단계까지 해당 국가의 환경관리 법규

인한 벌금

•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사업 강화

및 요구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전 현장에 환경담당자를 배치

인한 비금전적 제재

•친환경 설계 및 친환경건설 R&D 역량 강화
•친환경 인증 및 특허 기술 보유

38

환경법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재 현황
구분

친환경 사업 및 제품을 개발·강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Green
Business
활성화

환경 기준 및 법규 대응

2012

2013

2014

백만원

0

0

0

건

10

8

10

단위

39

Posco E&C Sustainability Report 2014-15

R&D

슬래그 콘크리트 기술 효과

포스코건설은 새로운 친환경 공법 및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활동
알칼리 활성제 1.8% 이내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용 절
감과 품질 향상을 고려한 기술 개발로 환경적 성과 및 경제적 성

40%

과를 동시에 창출하고 있습니다.

60% ~
80%

막여과 고도정수처리 기술
사람들이 마시는 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정수처리 시설은 수질 및

60%

근처의 대규모 정수처리 시설에서 정수처리 된 물이 원거리 관
로를 통해 사용자에게 공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돗물의 이

기존 콘크리트 슬래그 콘크리트

송 중 각종 관로사고로 인하여 수질이 저하되고 원수 수질에 따
라 정수생산유량이 영향을 받는 등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단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구매

히 조경공사시 수목을 기준에 따라 식재하지 않아 고사목이 생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의 환경경영활동 지원과 함께 평가를 통한

긴 경우, 폐기물, 운송을 위한 에너지, 재시공을 위한 추가비용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사의 CSR 리스크를

등이 발생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친환경건설 가

감소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환경 오염

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기준 위반으로 인한 고사목 발생을 예방함

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으로써 조경분야에서만 약 2.7억원의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었
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협력사 환경관리 평가
매월 협력사 환경관리 평가와 현장자율개선활동을 시행하여 현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의 환경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

20% ~
40%

수량의 안전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기존의 정수처리 기술은 수원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습니다. 2015년에는 그린파트너십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협력사
조기강도 향상
수축 블리딩 저감

(Membrane Systems for Advanced Water Purification)

We Build Value for Green Tomorrow

고로슬래그

점이 있었습니다.

인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위반사항에 따른 결

시공

과를 매월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협력사 수행도 평가에 반영

포스코건설은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

함으로써 우수 협력사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미흡한 협력사에 대

고, 민원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가 사전에 환경 리스크

취하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 사전 검

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개선활동 및 환경의 날 행사

토, 환경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피드백을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도심의 공원부지와 같

시멘트 사용량을 절감함으로써 탄소발생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

이 소비자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습니다. 포스코와 함께 슬래그 다량치환 기술을 PosMent 기술

공급할 수 있는 수직형 정수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제물협회

로 통칭하여 포항, 광양, 송도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술

(IWA)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혁신상에서 우수상(Global Honor

을 확대 적용하는 등 기술의 상용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

Award)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원수 수질 변동에 관계 없이 안

며 자체 개발한 HVSC(High Volume Slag Concrete) 기술을 중

정적인 생산유량 확보가 가능한 에너지 절감형 고회수율 막여과

심으로 PosMent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 법규, 인허가 관
리, 환경민원, 폐기물, 온실가스 등 총 21개의 환경관리 직무 내

협력사 환경관리 평가 결과

용을 분석하여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장
구분
환경영향 평가대상 공급업체의 수

2014
452

부정적 환경영향이 파악된 공급업체의 수

49

정수처리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유기막과 세라믹막을 조합하여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해 개선·협의가 이루어진 공급업체 수

49

수질변동에 대응 가능한 고효율 정수처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

부정적 환경영향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공급업체 수

경부 신기술로 인증 받았습니다.

환경관리 역할과 책임 정립

0

내 환경관리자는 전반적인 환경관리 업무 조율을 담당하고, 시공
담당 책임자는 비산먼지, 소음 등의 시설 설치 운영을 책임지며,
재무 및 관리 책임자는 환경민원에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환경업
무 처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설계

해외 근무 직원의 경우 사전에 해외 현지의 환경 관련 리스크 및

포스코건설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아

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름답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설

친환경건설 가이드라인 배포

또한 협력사 근로자에 대해서도 환경관리 동영상 교육과 환경관

계로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협력사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리 준수 서약을 실시하여 환경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

다. 대기전력 차단장치를 통해 단위세대 소비전력을 최대 10%

있도록 2013년부터 친환경건설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감하고, HEMS(Home Energy Monitoring System)를 적용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공사 종류별 환경이슈와 각 이슈에 대한

여 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실시간 사용량을 확인함으로써 사용

관리 기준 및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협력사의 환경

환경자율개선활동

자의 절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식물을 심어 입

관리 수준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환경관리 10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열섬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협력사가 타 건설회사에서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송도 포스코 그린빌딩의 경우 설계-건축-운용-폐기까지 전 과

아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는 2013년 대비 25% 상향된 환경자율개선활동 4,000건을 목표로

정에 걸쳐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건물 운용에 필요한 에너지의

협력사의 환경 및 에너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현장에 적

설정하여 전 현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 총 4,134건

35%를 자체 조달하고 시간당 280k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

용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

의 개선활동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탄소저감 다량치환 슬래그 콘크리트 기술

록 설계하였으며, 생태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자연지반 녹지

을 저감하고자 합니다.

(Carbon Reduction Concrete using High Volume

율을 25% 이상 확보하고 비오톱(Biotope)*을 조성하였습니다.

Slag-PosMent)

이외에도 설계단계에서부터 화학물질 보관과 누출사고에 대한

협력사 환경경영 지원

슬래그의 사용량을 높일 수 있는 알칼리 활성제(Alkali Activa-

환경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을 고려하고 있으며 DfE(Design for

포스코건설은 건설분야 협력사의 친환경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tor)를 사용, 이를 콘크리트 제조공정에 적용하여 시멘트 대비

Environment)를 통해 환경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환경

60% 이상 최대 80%까지 슬래그를 다량으로 치환한 슬래그 콘크

니다. 또한 설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환경 법규와 동향에 대한 이

경영 확산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공사 종류별로 발굴된 우

리트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시멘트보다 조기강도가 우수하고,

해 및 적용 방안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사례들을 동종사로 전파하고 우수사례 발표회를 실시하는 등

저렴한 슬래그 파우더를 대량 치환하여 경제성이 높습니다. 또한

* 비오톱(Biotope):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

온실가스 및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

수직형 정수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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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및 오염물질 관리

환경민원 관리 운영 프로세스

포스코건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1

소음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민원
진단/예측

비산먼지 관리
포스코건설은 건설현장 바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를 효

2

환경민원
최소화

율적이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청소장비를 개발하여 작업자의

사전 공지 및
설명회 실시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

소음 관리

원인에 대한 차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장비별로 특화된 이동
식 방음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현장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

폐기물 감축 아이디어 발굴

이해관계자 소통

건설현장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

효과적인 친환경경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친환경

합니다. 포스코건설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

의식 내재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포스코건설은 이해관계자의

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적정한 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하고 있

친환경 의식을 제고하고 친환경경영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

습니다. 또한 폐기물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지속적

끌어내기 위해 환경 관련 캠페인, 행사,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으로 발굴하는 친환경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

있습니다.

로 영흥화력 5,6호기 발전소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는 PC 박스
제작에 필요한 바닥 기초 콘크리트를 대체하는 개선 아이디어를

환경의 날 캠페인 추진

국내 최초로 적용하여 폐콘크리트를 “Zero”화할 수 있었습니다.

6월을 환경의 달로 선정하고 기존 Green Walk 캠페인을 확대하

Case Study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출퇴근 시 자전거 또는 대

PC 박스 제작방법 개선을 통한 폐콘크리트 Zero화

뮬레이션을 통해 최소한의 소음만 발생하도록 장비 배치 및 작업
량 조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발생 장비의 경우, 소음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여 환경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신의 실천, 환경을 지키는

적극적인
환경분쟁 해결

환경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사 초기에 공사장 소음예측 시

We Build Value for Green Tomorrow

Case Study

영흥화력 5,6호기 발전소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PC 박스 제작

강릉 입암동 환경분쟁 해결

중교통 이용, 잔반 줄이기 등의 ‘걷기, 끄기, 줄이기, 모으기’ 활
동을 시행하고,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승기천 살리기 등의

방법을 개선하여 폐콘크리트 발생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PC

환경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현장에서는 전 협력사와

박스는 발전소 해수 냉각수 공급을 위한 해수유입의 통로로서

공동으로 현장 단위 지구보호활동 행사와 환경 교육 및 환경관리

강릉시 입암동은 지역 고유의 특성에 따라 토공사 시 진동, 소

일반적으로 바닥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하지만 버림

준수 서약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율

음, 발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심각하게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

콘크리트 파쇄 및 상차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폐콘크리트의

적인 참여를 장려하였습니다.

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적극적인 환경분쟁 대응활동을 수행하였

처리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해

습니다.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진동, 무소음 코어 드릴

결하기 위해 바닥의 버림 콘크리트 대신 토사다짐 후 합판을 깔

을 사용하고, 발파화약 대신 활암기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기술

아 구조물 바닥의 평탄함을 유지하면서 구체 콘크리트를 타설

과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

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2,200톤의 폐콘

민들과 매월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사계획 및 환경저감시설

이 발견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찰과 함께 공사 시 소음진동 관리

크리트 유발을 억제하고 부가적으로 4억 1,300만원의 원가절감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및 오탁방지막(부유토사 확산 방지) 설치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와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장 인근 지

실시하여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환경 관련 민원갈등을 해소하고 법

폐콘크리트

국내 멸종위기 식물인 미나리아재비과의 매화마름 군락지가 현

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2,200

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전활동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활
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현장 주변에서 멸종위기 야
생 동식물 1급과 2급으로 분류되는 수달 및 검은머리 물떼새 등

친환경건설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
환경의식 향상 및 원가절감에 기여하고자 임직원, 협력사, 더샵
아파트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친환경건설 아이
디어 공모전을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현장의 에너지 및 환
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 관련 기술 및 실천사례와 생활 속

장 주변에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공동으로 매화

환경보호를 위한 아이디어 및 실천사례를 주제로 진행하였습니

시공비
톤 절감

4 1,300
억

만원 절감

다. 총 104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6
개의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하였습니다.

마름 서식 현황 정밀조사를 통해 원서식지와 유사한 인근 지역
으로 이식하였습니다.
해외 현장에서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여 브라질
CSP 프로젝트의 경우 현장 내 모든 근로자는 동식물 발견 즉시
HSE(Health, Safety, Environment)팀에 연락하도록 하고 있으
며 HSE팀은 발견된 동식물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이주작업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뱀, 개구리, 다람쥐 및 기니피그
등 현장에서 발견된 동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주시킴으로

폐기물 관리
포스코건설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 및 기술 개발
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을 폐기하기보다는 재이용
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발생 시점부터 철저하게 성상 및 종류별
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현황

써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환경민원 관리
포스코건설은 현장 인근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경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 환경민원 진단
및 예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예방계획을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 발생 시에는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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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12

2013

2014

폐수 배출량

톤

292,683

276,897

198,256

폐기물 발생량

톤

610,312

688,740

418,076

재활용률

%

76

73

76

18,916

11,841

14,221

폐기물 처리 비용

백만원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 개발

향후 계획

포스코건설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

기업에 대한 환경적 책임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포스

과 연계하여 국내 전 현장의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를 실시간

코건설은 산업특성상 더욱 더 환경에 대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역

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할에 무게를 느끼고 친환경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를 통해 환경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폐기물 종류 및

2015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규

발생량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와 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황 파악을 위

있습니다.

해 본사 및 현장의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 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전 과정에서 환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모든 폐수는 폐수 처리시설을 통해서만 처리되고 있습니다.
* 2014년 폐기물 발생량 418,076톤 중 318,178톤은 재활용되었으며, 29,969톤은 소각,		
69,929톤은 매립되었습니다. 매립 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실적은 없습니다.
* 2014년 폐기물 발생량 418,076톤 중 지정폐기물이 110톤이며 사업장폐기물이 12,556톤, 		
나머지는 건설폐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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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Special Issue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Focus

Case Study

포스코 그린빌딩

해상공사 전기공급 방법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저감

2015년부터는 영국 외무성 번영기금 프로그램을 통해 캠브리지

포스코 그린빌딩은 정부의 녹색 건축물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

FD(Floating Dock)선은 방파제 및 부두공사에서 케이슨 제작

량을 산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

대학과 협력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구현을 위한 최적화 설계 방

기 위해 포스코패밀리 차원에서 개발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과 진수거치에 사용되는 대형 특수장비입니다. 일반적으로 FD

고 있습니다. 매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

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모델입니다. 연세대학교와 포스코패밀리사가 공동으로 수행 중

선 내의 크레인 및 내부 선실의 전기 사용을 위해 석유를 연료로

적용을 통해 주거용 건물의 친환경 기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인 국토교통부 ‘시장 수요기반 신축 녹색건축물 확산연구’의 일

하는 내부 발전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포스코건설의 새만금 신

환으로 건립되었으며, 신소재 및 그린건축 분야 연구공간으로

항만 방파제 현장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방법을 고민하던 중 FD

활용 중입니다.

선 내 전기 공급을 기존의 내부 발전기가 아닌 외부로부터 전기

포스코 그린빌딩은 총 106종의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 요소기

를 들여오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석유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술을 적용한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건축 실험동으로 그린 강건

에 착안하였습니다. 먼저 외부 전기 도입이 가능한 지 현황파악

재, 에너지, ICT 시공기술을 융합 집적한 포스코 고유모델의 저

을 위해 케이슨 제작장 내 전기 시설과 부지 소유자를 확인하고

탄소 친환경 건축물로 30종의 자체개발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발주처를 설득하여 전기시설 설치를 승인받았습니다. 최종적으

포스코건설은 사옥과 현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여 저감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임직
원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BAU*대비 7.1%(건

협력사 건설장비 온실가스 관리

설업)에 부응하고 건설산업 내 선도적인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협력사 건설장비가 건설현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
지하고 있음에도 규모가 작은 협력사들은 건설장비 온실가스 배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도별 목표 수

출량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준을 정하여 제로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샘플링하여 협력사 장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로 전기시설 설치 공사를 통해 FD선의 전기를 외부로부터 들여

있습니다. 협력사 건설장비에 대한 실적증빙(영수증), 설계도서(

올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기존의 업무 관행을 변경한 이 사

친환경주택 건설

공사기성 물량) 및 공사일보(장수 투입대수)에 의한 온실가스 산

례를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 798.60tCO2eq(경유 300.08L)을 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법규 개정으로 강화된 연도별 에너지 절

정방법을 적용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2천만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감률 목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40% 절감 전략’, ‘60% 절감 전

협력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지침

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략’, ‘제로에너지커뮤니티 전략’으로 구분하여 친환경 기술을 개

서를 개정하여 매월 협력사의 건설장비 에너지 사용실적(영수증

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기계장치 없이 에너지 낭비를 최

기반)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의 종류와 연

소화하는 기술인 패시브를 적용하여 포스코 그린빌딩에 패시브

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을 비교 및 분석하여 노후장비의 교체를

하우스 주택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전략 추진팀을 운영

유도하고 있습니다.

* BAU: Business As Usual,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온실가스(Scope1)
저감량

798.60

비용 절감 금액

1 2

하여 에너지 60% 절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패시브, 액티브,

현장 환경관리자 교육

신재생 기술이 융합된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장 환경관리자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업의 특성을 고려하

천만원

여 현장 환경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를

친환경 기술 구분

통해 온실가스 실적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
구분

내용

패시브 (Passive)

기계장치 없이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술

액티브 (Active)

기계장치를 적용하여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감하는 기술

신재생 (Renewable)

자연에너지로 재생가능한 자원을 생산하는 기술

포스코 그린빌딩

수한 에너지 절약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현장에 전
온실가스 배출량

파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종류별 사용량 (단위: TJ*)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구분

2012

2013

2014

Scope1

tCO₂

7,725

6,027

4,142

휘발유

18.91

21.48

21.64

Scope2

tCO₂

27,281

25,719

26,033

경유

32.77

43.78

32.72

계 (Scope1+Scope2)

tCO₂

35,006

31,746

30,175

등유

50.99

10.29

6.98

0.001097

0.000751

0.000551

LPG

1.40

5.54

2.73

LNG

12.43

12.54

11.56

전기

526.6

507.43

512.36

온수

35.36

16.15

17.27

구분

Scope1

건축물 에너지 절감률 중장기 로드맵

tCO₂/백만원

원단위 배출량
Scope2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30%

40%

60%

100%

Scope3

구분

40%
60%

80%

100%

tCO₂/백만원

0.003874

0.003204

0.003464

원단위 배출량

정부 정책

에너지
절감률
로드맵

억

tCO2eq

제로에너지달성

tCO₂

단위

107,364

Scope1

76,370

Scope2

57,522

총량

포항 본사 및 송도사옥 등

tCO₂

1,435

6,437

7,872

국내 건설 현장

tCO₂

2,707

19,596

22,303

*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연료사용량

전기사용량

스팀사용량

포항 본사 및 송도사옥 등

24.00

111.13

17.27

국내 건설 현장

39.79

403.49

-

*TJ(테라줄): 에너지 단위. 1J은 1N의 힘으로 1m를 움직일때 필요한 에너지이며 		
T는 1012를 나타냄.

2012년을 기준으로 배출량 저감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단위 배출량은 매출(별도기준)대비 배출량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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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and Health Management

안전보건경영

자기 주도형 안전활동(SSS) 실행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협력사 안전활동 참여도 진단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체감하고 근본적인 위험

협력사가 자율적으로 안전 목표를 수립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향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현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형

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활동(SSS, Self-directed Safety Spread)을 실시하고 있

안전보건 추진체계
최근 국내에서 산업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의 안전 및 보건

포스코건설은 안전보건이 ‘인간존중’ 실현을 위한 최고의 가치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을 인식하고 재해 없는 일터,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은 임직원과 협력사를 포함한 작업장 내 안전 및 보건을 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충실히 운영하

하여 관련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작업의 모든 과정에서 직원 스스로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자기 주도형 안

RELATED CSR RISKS

전보건 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2015년에는 ‘Global 건
설 안전보건 문화를 선도하는 생명사랑의 안전한 현장 구현’이라

산업재해 관리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는 인적 피해 뿐만 아니
라 금전적, 명성적 손해를 유발합니다. 포스코건설은 결과 중심

는 안전보건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재해 없는 일터, 행복한 일터
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대응 훈련 실시

요인을 발굴하고 직책별 안전직무를 이행하여 현장의 불안전 요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임직원의 소방 안전의식을 향상시

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율적인 참

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화재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

여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감사나눔, 근로

다.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 대책반이 신속하게 운영되는지 재점검

자 존중과 같은 감성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근

하였으며 임직원들은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지휘반, 소방대 유도

로자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

반, 안전담당 유도반, 구조구급반 등으로 나뉘어 훈련에 참여하

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훈련 후에는 화재 발생 시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대피

더불어 관리자 안전지시 위주의 기존 TBM(Tool Box Meeting)

할 수 있는 요령, 부상자 이송방법 및 소방시설 사용방법에 관한

형식을 벗어나 작업반별 TBM을 보다 강화한 M.O.S(Moment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Of Safety) TBM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활동 실시
상태 및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있

이 아닌 과정 중심의 예방활동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구축해가
Global 건설 안전보건 문화를 선도하는 생명사랑의 안전한 현장 구현

고 있습니다.

습니다. 협력사를 포함한 현장의 전 직원들은 주도적으로 위험

으며,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인
식과 행동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문화
경영층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안전보건경영을 위해서는 제도 및 시스템의 정립과 더불어 성숙
시스템적인 안전보건활동

한 기업문화와 안전보건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포

포스코건설은 최고경영진의 솔선수범을 통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정착으로 체질 개선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매월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스코건설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인 안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과의 간담

전보건 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765점

ZERO

예방안전지수

중대재해

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책임임원제를 통해 시공담당
임원이 격월로 현장을 점검하게 하고 있으며, Q-HSE 임원회의

체계적인 안전진단은 현장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며 사고 발생을

를 개최하여 품질·보건·안전·환경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침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현장 상시 진단 및 지원과 협

및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력사 상시 평가 등을 실시하고 글로벌 표준 안전관리를 통한 해

재해예방 중심제도 개선

전원참여 안전문화 주도

안전진단/지원 고도화

외 현장 안전관리 및 건설기계장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안전진단

•안전 선행지표 운영

•안전보건교육 체계화

•현장진단 지원체계

•안전평가 심의 개선

•지역협의체 운영 강화

•직원/협력사 평가체계

•안전인력 운영 개선

•MOS TBM 실행 강화

•해외 안전관리 체계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자율안전 관리 의식과 안전

•현장안전 APP도입

•보건관리 업무 정착

•건설장비 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현장 안전활동 우수사례 UCC 공모전’을 개최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

2014 KEY FIGURES

0.08

%

10

회

500

현장 안전보건 의식 강화

회

2014년 환산재해율

CEO 현장방문 및

시공담당 임원의 현장

(단위: %)

안전교육 실시

점검·교육 횟수

자율안전 프로그램 운영
건설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구역별, 설비별, 시간대별 안전책임구역제를 실시
하여 책임자의 관리아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여 보
호구 미착용, 안전시설물 임의 해체 등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
이 되는 행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즉시 퇴출 조
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안전수칙 3회 위반 누적 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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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식 확산 UCC 공모전 개최

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포스코건설과 협력사 직원들이 적극적
으로 참여한 결과, 총 70건의 UCC 중 6건의 우수 작품에 대한 시

화재대응 훈련

상이 이루어졌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우수 작품을 전 직원과 공유
하고 현장 안전교육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안전인식 확산을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협력사 안전보건 관리
협력사의 안전의식 및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협력사 경영층이 참
여하는 협력사 안전보건 회의를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안전보건 이슈 및 개선방향
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50억원 이상 거래하는 협
력사의 경우, 자율안전 실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담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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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수준 고도화를 위한 환경 구축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상시 안전진단 실시

보건관리자 선임

‘과정관리 중심’의 상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임직

건설업은 특성상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질병, 화학물질에의 노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원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될 수 있도록 현장 진단 및 지원 체계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질식 등 다양한 업무상 위험이 존

포스코건설은 안전보건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조치를 웹으로

를 개선하였으며, SM*·CE** 안전활동 참여도 및 협력사 안전

재하기 때문에 임직원 보건을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

구성된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3년

활동 참여도 진단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호등 평가를

다. 포스코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보건관리자를 선

OHSAS18001과 KOSHA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

시행해 진단결과를 점수에 따라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

임하여 안전관리와 별도로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

득하였고, 2007년에는 건설업계 최초로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안

분하여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

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 개선, 화학물질 관리, 임직원 건

전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고 있습니다.

강진단, 질병 예방프로그램 등의 보건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실

시스템 운영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SM: Site Manager, 현장 소장
** CE: Construction Engineer, 분야별 공사책임자

Focus

운영 등을 수행합니다.

포스코건설은 경영층의 안전참여도와 현장 상시 안전관리 수준 및 재
해율 등을 반영하여 예방안전지수를 산정하였습니다. 1,000점 만점으
로 2014년에는 ‘관리감독’ 수준에 해당하는 723점을 달성하였으며 향
후 ‘자율안전’에 해당하는 글로벌 수준의 예방안전지수 달성을 위해 지
속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예방안전지수 목표

보건관리자 주요 업무

사전작업승인제 및 즉시개선제도 운영

예방안전지수 도입

Domestic

상시 안전진단 개선 내용

사전작업승인제(Permit To Work) 및 즉시개선제도를 통해 현
장의 사고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구분

내용

있습니다. 위험작업 수행 시 안전계획서 제출과 승인을 의무화

현장 진단 및 지원

•진단항목 일부 통합 및 항목별 배점 변경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기준 위반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
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해의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

SM·CE 안전활동

구분

내용

작업환경 측정

현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및 		
현 상태 모니터링

물질 안전보건

해당 현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물질 안전보건

•현장진단 점수산정 변경으로 지속적 안전활동 유도

자료 관리

자료 관리

•현장진단 외 SM/CE 안전활동 제고를 위한 		

건강진단 관리

현장별 여건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반 건강진단 실시, 		

참여도 진단

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작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활동

•현장 안전관리자 주도로 매월 1회 실시

현장의 불안전한 상황 발견 시 관제요원은 현장소장 및 안전관

참여도 진단

•평소 안전활동 수준을 반영하여 협력사 안전문화 개선

진단항목 신설
보건 프로그램 운영

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장 위험요인 개선 건수
건수

765점
809점

2017

목표
(중기)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평가, 직무스트레스 측정,		

예방안전지수 등급표
구분

점수

설명

Strong(상호안전)

1,000~900점

안전 제고를 위한 활발한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자 안전관리 모바일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Good(자율안전)

899~800점

임직원의 안전활동 자발적 참여

안전관리 모바일 앱은 안전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사용

안전보건 KPI 개선

Adequate(관리감독)

799~700점

안전수칙 준수 강조(징계)

빈도가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현장 업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안

포스코건설은 재해율 실적뿐만 아니라 산재예방 노력을 평가하

Bad(본능수준)

699~600점

안전은 안전관리자만이 전담

Weak(관리부재)

599~500점

이익 창출만이 조직의 목표

실시간 안전관리 환경 구축

건강관리실 운영 및

의사와 간호사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 및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실시간 안전관리 환경 구축을 통하여

의료행위

상담실, 요양실, 처치실 등을 갖춘 건강관리실 운영

Networking 존재

전활동 전반에 대한 모바일 기능을 제공합니다. 근로자 출입 관

는 정부의 안전보건정책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결과 중

4,639

리 및 일일 안전작업 지시, 불안전행동 및 시설의 개선, 안전점검

심적인 기존 안전보건 KPI 대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층의 참여

120,400

결과 및 일정 등의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실

와 전 직원의 실행 노력, 그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질적인 재해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안전지수(PSI, Prevention & Safety Index)’를 새로운 KPI

향후 계획

로 도입하여 재해율 등의 결과 중심 지표와 선행 지표 관리를 병

포스코건설은 ‘Global 건설 안전보건 문화를 선도하는 생명사랑

행하고 있습니다.

의 안전한 현장 구현’을 실현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더

안전진단반

5,125

통합안전관제센터
현장 직원/협력사

130,164

합계

1,000점

현장 조건에 따라 청력 보존 프로그램, 호흡기 보호 		

생물학적 유해인자 관리

절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 결과

Global Best
900점

723점

2015

프로그램 등 보건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 관리

Global

800점

유해인자 취급 및 노출 직원에 대해 특수 건강진단 실시

리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안전수칙 위반자에게 적

구분

2014

•안전진단 주기를 격월에서 분기로 변경

다. 2012년 개소한 통합안전관제센터는 35개 현장에 CCTV 70

는 모두 DB화되어 향후 안전보건 제도 및 활동 개선에 반영하

Domestic Best
700점

안전관리 모바일 앱 기능 및 효과
Function

Effect

Function

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안전활동 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여 전 직원의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과정 중심의

안전보건 KPI 개선 방향

상시 안전활동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하위, 고위험 현장에 대한 본사 차원의 안전 지원을 강화하
1. 근로자 정보 및 출력 관리

5. 주요 안전활동 일정 공유

2. 오전 / 오후 안전조회활동

6. 안전점검 및 결과 등록

(TBM, Tool Box Meeting)
현장 정보수집

현장 사무실 이동

시스템 입력

정보 공유

3. 일일 안전작업 지시
4. 근로자 불안전행동 개선활동

업무시간 DOWN

안전관리 효율 UP

재해율

예방안전지수

현장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재해자 수

20%,
평소 안전수준 40%,
재해율 40%

여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더불어 새롭게 도입한 KPI인 예방안
전지수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인 현상 개선 노력에 그치지 않
고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함으로써 전사 안전경영체계의 체질 개
선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7. 개인 / 현장 안전활동 실적 조회

8. 안전작업기준 정보 제공

기존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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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층 참여

개선 후 K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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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경영 52
인재경영

58

사회공헌

64

동반성장

68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
포스코건설은 고객, 임직원, 지역사회,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상생의 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라오스50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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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경영

품질관리 강화

고객지향적 CS 제도

Customer Centered Management

를 분석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Target 공종을 선정하였습니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하자 또는 소송이 발생한 공사 종류별 사례
다. 선정된 Target 공종에 대해서는 하자예방 점검 및 교육을 실
시하여 품질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고객중심경영 추진체계
포스코건설은 고객 만족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바탕이라
여기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의 의견을 경

포스코건설은 “고객에게 마음을 다하는(Best), 마음이 따뜻해지
는(Warm), 언제나 깨어있는(On)”을 고객만족을 위한 핵심가치

청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

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

는 활동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 고객만족도와 입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전예방활동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제품 개
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구분

내용

24시간 피드백 서비스

AS 접수 시 직접 방문 및 24시간 이내 피드백

통합 기동반 운영

입주지원센터 철수 후 지속적 고객지원

온마음 Sharing 서비스

경로당 비품 등 입주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또한 입주 전 주부 전수점검, 준공 전 품질품평회, 새집 나들이 행

있는 물품 제공

사 등 고객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품질점검활동을 통해 주택에서

아파트 유지보수 안내서

AS 기간 종료 알림 및 고객이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고객의 안전과 보건

작성 및 배포

직접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을 지키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 품질점검 프로세스

Case Study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D-60

D-34

D-30

주부 전수점검

준공 전
품질품평회

새집 나들이
행사

D-15

D-DAY

확인 점검

입주

RELATED CSR RISKS
고객에게 마음을 다하는

고객의 안전 및 보건
고객의 안전 및 보건을 고려한 건축은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

Best

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술, 자재 등을 도입하고 고객관점에서의 점검 및 개선활
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점을 반영한 ‘온마음 Sharing 서비스’

고객 개인정보 보호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Warm

On

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개인정보

신규 주택에 입주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입주자 사전점검 예약

암호화 및 모의 해킹시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등을 시행하여
마음이 따뜻해지는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2014 KEY FIGURES

사전예방활동 수행
고객의 불만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주 및 인허가단계부

점

1

위

2014년

한국품질만족지수 아파트 부문

입주만족도

(KS-QEI/6년 연속)

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기하고
있던 매니저가 고객과 함께 세대 점검을 진행하여 고객의 대기시

고객만족도 제고

92

입주만족도 제고

ISO 27001
인증 획득

터 준공 후 입주 및 유지·관리단계까지 사전예방활동을 수행하
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1개 프로젝트에 대한 25회의 품질점
검과 16개 프로젝트에 대한 23회의 예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예방 품질점검 프로세스
1. 수주 및 인허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과대광고 예방

2. 분양 및
공사준비

•고객 니즈를 반영한 설계로 입주 후 불만 사전예방

3. 시공

•완벽한 공사 수행으로 최상의 상품 제공

포스코건설은 고객의 생활이 더욱 편리하고 여유로워질 수 있
도록 고객의 관점에서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하는 ‘온마음
Sharing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집까
지 물건을 옮겨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사용
되는 카트를 각 지하주차장에 보급하였으며, 경로당과 비즈니

간을 줄이고 세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

스룸에 편의를 위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고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태블릿)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점검 요원이 스마트패드 혹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과를 등록하
면 해당 내용이 담당 협력사에게 즉시 전송되도록 함으로써 입주
전 하자처리의 신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13개 단지 10,322 입주 세대의 입주만족도가 92점으로 나타났습
니다.
고객지향적 CS 제도 시행
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고객
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고객지향적 C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누군가가
저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반갑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온마음 Sharing 서비스는 무거운 짐을
옮기기 힘든 입주자들을 배려하는 등 작지만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감동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특히 24시간 피드백 서비스를 통해 하자가 있는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 일정을 피드백

고객 인터뷰 中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AS만족도에서 87점을 달성
하였습니다.

4. 준공 후 입주 		
•고객 기대수준과 상품과의 편차 최소화
및 유지관리
•최상의 입주 관리 서비스 제공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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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uild Social Value Together

Customer Centered Management

고객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한 설계

고망간강 방진강 적용 성능개선 바닥판

고객 소통 확대

협력사 CCM 지원

고객의 신뢰를 얻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고

CCM에 대한 프로세스 및 추진 조직이 미비한 중소기업을 대상

객과의 열린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으로 CCM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긍정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

있습니다.

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가치조경 구현

더샵 홈페이지(http://www.thesharp.co.kr)에서는 1:1 온라인

CCM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CCM 컨설팅을 지원하는 동시에

포스코건설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

상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요구사항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간, 월간, 분기 단위로 협력사 CCM 운영 실적을 집계하고 있

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가치조경’을 구현하고 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부터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

습니다. 또한 협력사에 접수된 VOC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공하

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건강한 삶

을 위해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인 ‘포스코건설 페

고 사업본부 및 유관부서(윤리, 품질, 안전, 환경 등)를 대상으로

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삶의

이스북’을 운영하여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 모집 소식 등 고객과

CCM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사 CCM 강화를 위해

재충전과 치유가 가능하도록 단지 중심 융복합 문화공원인 힐링

공감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마케팅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크(Healing Park)를 운영하여 가든, 식물원 등 자연의 아름다

협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 한국에서 가장 공감받는 기업’ 건설
업 부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송도, 서울, 중

움을 재현한 다양한 조경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텃새를
CCM 교육 시간 및 참여 인원

유치할 수 있는 수종 식재 및 관찰 공간을 조성하여 고객이 자연

부, 대구, 부산 5개 지역 사무소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Sound Vent

과 하나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구분

단위

2012

2013

2014

총 교육 시간

시간

6,953

8,848

9,128

총 참여 인원

명

869

1,106

1,032

총 교육 시간(협력사)

시간

484

513

528

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맘스 퍼걸러(Mom’s Pergola),

총 참여 인원(협력사)

명

58

64

66

북 가든(Book Garden) 등을 운영하여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

간의 활발한 교류가 가능한 공간인 팜가든(Farm Garden), 어린
01
이들을 위한 복합 놀이공원,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고 있습니다.
ON-LINE

Deckplate
(GI재)

Z-Clip
(고망간 방진강)

고망간강 바닥판 구조 및 성능
바닥충격음 레벨(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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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탈(40T)+난방배관
EPS 단열재(30T)
GI재 Deskplate(0.45T)
고망간 Z클립(25T)
RC 슬래브(120T)이하

63

125

250

500

옥타브밴드 중심주파수(Hz)
나슬래브

고망간강(영월)

OFF-LINE

PIR 난연성 단열재 적용

•송도CS센터
•홈페이지 고객센터

•서울CS센터

•포스코건설 페이스북

•중부CS센터
•대구CS센터
•부산CS센터

향후 계획

최근 대형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각

2015년에는 28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품질점검과 입주 관리

세대 내에 PIR난연성 단열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PIR(Poly02

활동을 수행하여 6개 단지 6,767세대에 대한 입주만족도 93점을

층을 형성하여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내화 소재입니다. 일반 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에서 7

열재보다 단열성능이 60% 이상 뛰어나 건물 에너지 손실을 현저

년 연속 1위를 달성하기 위해 하자 다발 공종에 대한 예방교육

고객 지원 인프라 강화

isocyanurate)은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1종 3호’로 화재 시 탄화

01

을 실시하고 하자 ZERO 캠페인을 시행하여 품질개선과 함께

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71,087세대에서 2,000건 이하의 하자가 발생하도록 노력할 것입
Jump-Up 캠페인 시행

니다. 뿐만 아니라 준공시점부터 하자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고객의 요구가 점차 집단화·다변화 됨에 따라 기존의 CS 활동

을 통해 신속도를 향상시키고 접점 직원에 대한 CCM 교육을 지

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Jump-Up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속적으로 실시하여 AS만족도 88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건설의 고객중심경영그룹과 CS협력사의 임직원이 참여
하여 하자 ZERO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AS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략과 입주 관리 애로사항 해결 및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02
01. 가치조경 구현 모습
02. 더샵 팜가든

난연성 우레탄(PIR)

CCM* 교육 강화

층간소음 개선

더샵 지키me 통합보안솔루션

포스코건설은 고객접점 인력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건설 서비스

그룹사 및 협력사와 공동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고망

포스코건설은 여성과 어린이 고객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고객지향적 마인드를 함양하도록 대 고객

간강 바닥판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망간강은 일반강보

고자 더샵 지키me 통합보안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아파트 단

서비스 원칙 및 요령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고객 응

다 방진 성능이 10배 이상 뛰어난 철강재로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지 출입구부터 세대 출입구까지의 공간을 단지 내부영역, 외부영

대 서비스인 온마음 Sharin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주 전·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망간강 바닥판의 슬라브 두께는 최대

역, 세대 내부영역 등 3단계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체계적

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매월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센터

120mm로 얇은 아파트 바닥에 시공 시 기존 콘크리트 바닥보다

인 보안 방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부녀자 안심 시스템’,

AS담당자 교육과 협력사 CCM 교육, 건축사업본부 및 유관그룹

층간소음이 13dB(단일수지 음압레벨)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확

‘자녀 안심 시스템’, ‘스쿨존’, ‘지하주차장 비상벨 시스템’ 등 특

CCM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인되었습니다.

화된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보안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우레탄(PUR)

* CCM: 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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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명 CCTV영상시스템을 적용하여 감시녹화 영상의 객체를

내에서 학원차량 등을 기다릴 수 있는 어린이 정류장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하주차장에 비상호출 시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

템을 적용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경고 방송을 실시해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
공간과 편의를 고려한 부대시설 운영

습니다. 포스코건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

한 단계 수준 높은 생활편의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의

고 국제규격 ISO27001 인증 획득 및 외부해킹 대응 등의 노력을

고객 편의시설 운영

단지 공간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트니스센터의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샵 필드 운영

경우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거공간의 쾌적성과 개방감을 위해 단지 중앙에 ‘더샵 필드(중

또한 단지 내에 자전거 보안, 수리 등이 가능한 바이크 스테이션

앙잔디광장)’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1개 이상

을 설치하여 기존 자전거 거치대의 단순 거치기능 이상의 활용성

의 크기로 조성되는 더샵 필드는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터, 키즈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보안기획총괄
보안정책 수립

풀, 캠핑 가든 등의 특화 조경시설로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입

보안체계 총괄

보안 취약점 도출 및 개선

주민들의 공동시설과 외부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IT그룹

종합적인 시스템 분석을 통해 보안 취약점을 도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23개의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모의해킹 및 소스코드 진

바이크스테이션 조감도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물리적 보안

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 해커에 의한 내부정보 유출 및 주요

보안점검

보안시스템 운영

시설 및 장비 운영

시스템 장악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으며, 모의해킹 결

변화관리

진단 및 신기술 분석

문서보안

과 36건, 소스코드 진단 결과 99,509건의 취약점을 발견하여 개

IT그룹

IT그룹

행정지원그룹

HR그룹(인적자산)

포스코ICT

총무그룹

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

더샵필드 전경

공통주택은 구매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실거주 고객

향후 계획

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구하여 AS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

정보보안 수준 제고

‘맘스카페’ 운영

2015년에는 생활편의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융복합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감성개발 커뮤니티인 ‘맘스카페’를 운

기능의 부대시설을 개발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

영하고 있습니다. 외부놀이터, 티하우스, 키즈 놀이공간, 외부 물

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화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포스코 그룹사 정보보호 감사

놀이장, 숲속 작은도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이들에게는 사

커뮤니티와 정원, 파티공간, 초화원, 놀이터가 복합된 사교정원

포스코그룹은 국제표준 준수율, 모의해킹 결과, 정보보호 협업

회성, 감성,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부모에게는 안

(Social Garden) 등을 적용하여 일상적인 삶과 문화적인 삶이

참여율을 기준으로 그룹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

전하고 편리하게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조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토리 정원으로 꾸며지

스코건설은 네트워크 전송구간 암호화(SSL) 및 개인정보 가이드

성되어 있습니다.

는 Pocket Garden과 단지를 상징하는 특수목을 심은 Memory

팝업 등을 통해 2014년 그룹사 정보보호 감사에서 95.9점을 달성

Hills 등을 조성하여 입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주거공간을 제공하

하였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 관리 업무 시 사
용하는 PC는 포스코건설의 내부 보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책
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고객
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장기미사용 정보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개인정보 취급부서 및 위탁업체 등 37개 조직에 대
한 점검을 실시하고 88건의 취약점을 도출하여 개선하였습니다.

고, 아이들이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에 숲체험학교를 조성할 것입니다.

포스코 그룹사 정보보호 감사 결과 (단위: 점)

향후 계획
2013
2014

91.4

기존 전산시스템뿐만 아니라 신규 개발 시스템까지도 개인정보
암호화를 진행하여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모의해킹

95.9

및 소스코드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요 지식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정보 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맘스카페 조감도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심사 합격
2014년 포스코건설은 ISO27001 인증심사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

Safety 버스 스테이션 설치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정보보호체계를 수

버스가 정차하는 곳과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실내 대기소(Wait-

립하게 되었으며 해외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ing Station) 및 실외 어린이 정류장 등을 설계하여 교통 편의성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적인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함으

과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실

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56

것이며, 국제 보안 인증 사후심사를 진행하여 정보보안체계를 더
욱 고도화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보안활동 강화를 위해 협력사
를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
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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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

인력 현황 (단위: 명)

정기 성과평가 수행비율 (단위: %)

Human Resource Management

구분

2014

구분

2012

2013

2014

전체직원

4,074

남성

81.1

79.8

95.9

3,602

여성

79.3

82.8

92.9

정규직

96.7

92.6

98.6

60

69.1

73.9

고용별

비정규직

인재경영 추진체계
임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켜 충

포스코건설은 세계인, 창조인, 실행인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직

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업 전체의 생산성 제고로

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

이어집니다. 포스코건설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채용과 체

고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인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성별

남성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

계적인 인재 육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임직원 의견 수렴 및 복지제도를 통해 소통과 화합

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글로벌 포스코 인재상
연령별

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Creating Another Success Story

RELATED CSR RISKS
노사관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인재

노사 간의 갈등과 소통의 부재는 회사에 대한 직원의 근무 만족
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포스코건설은 정기 노경협의회

퇴직자 수

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하여 원만하고 협력적인 노사관

창조인

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무 환경

458
226
212
14

30세~50세

3,073

51세 이상

498
59

인재 육성 및 관리체계 선진화
포스코건설은 직급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
니다. 또한 글로벌 역량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
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133
남성

62

여성

4

남성

63

여성

6

신규채용 비율(%)

1.6

퇴직비율(%)

1.7

인재 육성 체계도

리더 육성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근무환경은
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임직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인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및 식견과
건전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인재

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지제

P6

신임 그룹장 과정

평가제도 개선

P5

신임 리더 과정

평가제도 간소화

P4

인권 관련

시간

기 위해 임원 및 그룹장 이상 직급에 대해 동료평가를 시행하고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2차 면접과정을 거쳐 훌륭

있습니다.

P2

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인턴십 채용을 통해 창의적
이고 열정적인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총 교육 시간

매트릭스(Matrix) 평가제도 도입
영업 및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등의 조직의 경우

전문(선발)
과장승진자 과정

대리승진자 과정

P1

자체
신입
입문

그룹
신입
입문

전문(일반)

직무전환교육

인당 교육 시간

9,914

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체계적이고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Global PM 양성

건설경영 아카데미

업무 복귀율

시간

증진시키고 직책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역할 및 방향을 제시하

셀프리더십

육아휴직 후

60

포스코건설은 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인 인재를 통해 지

직책자 양성 과정

)

%

지하고 평가제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동료 간 이해도를

관계리더십

100

공정한 채용 실시

P3

리더십아카데미 온(라인

영한 평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의 상시 성과관리제도를 폐

실행리더십

평가에 대한 임직원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건설업의 특성을 반

2014 KEY FIGURES

임원양성 과정

영어비지니스과정

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임임원 과정

해외부임자 역량향상과정

실행인

성과리더십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

글로벌
역량

전문가 육성

최고경영자 양성

P7~
P12

토요학습

최고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와 열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독특한
시각과 접근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

비정규직

3,390

503

총 인원
신규채용 근로자 수

3,848

30세 미만

임원

세계인

472

실무

입문

부서 또는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협

인재 채용 프로세스

업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
구분

내용

연관성이 높고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가 필요한 매트릭스 조

직무전문가 제도 도입

경력/신입사원 채용

연 1회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며

직을 대상으로 협업을 증진시키고 전사차원의 방향성을 일치시

기존의 전문가 제도(Expert, Master)가 기술직에 한정되어 있

1,2차 면접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키기 위해 매트릭스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최종 평가결

었던 점을 보완하여 사무분야까지 확대된 직무전문가 제도를 도

과의 30%에 매트릭스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서

입하였습니다. Dual Ladder 체계를 기반으로 경영리더와 전문

간 협업 증진 및 평가제도의 정교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의 성장경로를 구분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에게 직책보임 없이

챌린지 인턴십 채용

일반적 전형에 해당하는 열정전형과
자기소개서만으로 서류심사를 받는
창의전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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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 지원 프로그램

상위직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무

를 위해 본사 내 유관부서와 프로젝트 현장 간에 유기적인 업

임직원 만족도 제고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은 PCP(POSCO Certified

무 협조 관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삶의 질

Professional)로 선발하여 관리합니다. 선발된 직원들은 인사 혜

과, 베트남 포모사 일관제철소 프로젝트에서는 안정적 노무관리

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이 주어지는 동시에 재무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 및 전문

를 통해 베트남-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촉발된 베트

성을 가진 특정분야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회사에

남 노무자들의 폭동 속에서도 불필요한 노사문제 발생을 예방할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2년 후에는 재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그룹 통합직급체계 도입 및 HR 선진화’ 추진에 따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사업 역량과 건설 사

라 전 그룹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P” 직급체계를 도입하였습

업관리 전문역량을 갖춘 글로벌 프로젝트 책임자가 요구되고 있

니다. 이를 통해 그룹사 간 인력교류, 보상, 교육 등 효율적인 인

습니다. 국내 시공 중심의 SM 양성을 위주로 하던 기존 육성체

사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직급체계 변

계를 영업에서부터 EPC 전 단계를 일괄 수행하는 글로벌 PM 육

화에 따른 승진, 평가, 보상 등 세부적인 제도 개선을 수행할 예

성체계로 전환하고 글로벌 PM에게 필요한 3대 역량인 Global
Business, 프로젝트 사업관리, 경영재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

정입니다.

니다. 2014년에는 사업본부별 우수인력 31명과 부문사 5명을 선
교육 시간 및 비용

발하여 교육단계별 이론, 미경험 분야 역할실습, 해외 프로젝트
시뮬레이션 과제수행 등 종합적인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

인당 교육 시간 (단위: 시간)

85

43

60

2012

2013

2014

내용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반차휴가제, 집중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임직원 만족도 제고

가족동반제도

해외 근무 예정기간 1년 이상 직원에 대해
가족동반 지원

직원들의 보다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위한
최고 수준의 글로벌 복리후생 지원

글로벌 PM(Project Manager) 육성

직급체계 변경

구분

가족 돌봄 휴직제도

부양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최대 90일 휴직 신청

포키즈 어린이집

복리후생제도

•자녀학자금 지원
•선택적 복리후생 지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의료비
•경조금, 장례용품 지원
•공상휴업 /
휴직자 지원
•업무 외 재해보상

근무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기타 지원활동
•건강검진 지원
헬스센터 지원

•반차휴가제

•직장어린이집 /

•집중근무제

수유실 운영

•행복지수 조사
•해외 근무 직원
가족초정 행사

육아휴직 후 업무복귀 및 근속률 (여성) (단위: 명)

•휴양시설 /

•유연근무제

•가족 돌봄 휴직제

만 1~5세 자녀들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사내 예식장 지원 /
영화상영
•사회공헌활동
•배우자 생일선물 지원

구분
육아휴직 대상자 수

2012

2013

2014

17

10

12

12

(해당 연도 출산자 수)
15

8

육아휴직 사용 후 미 복귀자 수

1

1

0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근속자 수

5

11

11

88

80

100

육아휴직 사용자 수

해 실전 대응력을 보유한 글로벌 프로젝트 책임자를 선제적으로

사용률(%)

확보하였습니다.

복귀율(%)

92

94

100

근속률(%)

100

100

79

임직원 건강 관리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대상자 및 검진 통계 등 대

* 육아휴직 관련 데이터는 산정기준 변경으로 전년도 보고서와 상이합니다.

량의 검진자료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
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개인검진

인당 교육 비용 (단위: 만원)

126

77

86

2012

2013

2014

결과 이력을 조회하여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근무 직원 처우 개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정기 건강검진 및 전문의가 직접 회사

포스코건설은 해외 현장별 상황과 임직원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

에 방문하는 정기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우자를 대상으로

식 지원을 통해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

한 건강검진 또한 격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금연정책에 따라 금연클리닉을 시행하여 금연 상담 및 금
연보조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012, 2013년 인당 교육 비용의 경우, 교육 비용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해
전년도 보고서와 상이합니다.

해외 근무 직원 복지 지원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글로벌 PM 교육 모습

일과 삶의 균형 지원

국내 문화 컨텐츠와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 가

임직원의 여가 시간 및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

족들을 초청하여 휴가 및 숙식을 지원하는 등의 복지 제도를 운

주요 해외사업장 HR 관리 지원

향후 계획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가족동반 제

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단계부터 국가별 노무

직급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임직원 평가는 승진, 평가, 보상 등 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진출국, 신규

도, 가족 돌봄 휴직제도,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

도 전반에 걸쳐 성과차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예정입니

공종 진출국, 고위험 국가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의 컨설팅 등을

공하고 있습니다.

다. 인재 육성의 경우,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 건설리

2013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를 통

POSCO Family 신문 발송

통해 노무 리스크를 DB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

더 육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해외 사업관리 핵심 역량을 제고

의 현지 Set-Up 과정에서는 인력관리와 관련된 즉각적인 지원

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

분기별로 도서/DVD 해외 현장에 지원

하기 위해 계약관리, 클레임, 공정관리 등 관련 과목을 보다 강화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HR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습

축제도를 시행하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의 경력 단절을

하여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핵심 직무 전문가를 육성할

한국 TV 시청 가능 IPTV 단말기 지원

니다. 특히 초도 진출국의 Mega 프로젝트인 브라질 CSP의 경

예방하는 동시에 자녀와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이 직접 사업본부별 특성 및

우 현지 인사노무기준 수립, 현지인 채용 관련 지원, 현지 노사

습니다. 또한 만 1~5세의 직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

주요 리스크 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를 제작하고 해외 프로젝트 현

관계 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밀착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장 부임자 사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프로

또한 사업운영 단계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채용 및 관리

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젝트 수행방법을 공유하고 전파하도록 할 것입니다.

60

해외 근무 직원을 위한 제도

명절, 연말에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CEO Letter 발송
가족초청 휴가 및 숙박 지원
분기별로 한국 식료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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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 Management

해외 근무 직원 의견 청취

노사화합 추진체계

되며 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면직, 정직 등의 처벌을 부과하고 있

2014년에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해외 오지 현장을 대상으

소통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원만한 갈등

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신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경

로 노경 합동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동남아, 중동, 중남미 지역을

해결 및 협력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지

우 부서이동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임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

대상으로 CEO가 직접 해외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Care(선행

습니다. 지난 3년간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는 2013년 2건, 2014년

지리적 특성상 수렴하기 어려운 해외 근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관리), Communication(소통), Competency(노사관리 역량),

1건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Contingency(위기대응)의 4C를 중심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

구축하고 있습니다.

ni

mu

노사이슈 DB 구축
및 사례공유,

열린 마음, 다가가는

관계자 네트워크

소통 강화

강화

2013

y

직원과의
신뢰 강화를 위한

Posco E&C 소통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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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 (단위: 명)

4C

단체협약 적용 비율

2014

100%

교육 시간 (단위: 시간)

5,327
5,070
5,478

임원은 단체협약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적, 사회적

r
Ca

노후생활 지원

e

이슈에 대한

현장 책임자 및

노사관계 위험요소

관리자 역량 교육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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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y

칠레 앙가모스 발전소 건설현장 CEO 방문

사전 점검

pe
m
Co

임직원이 퇴직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퇴직연

2013

임직원 고충 처리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금제도를 시행하여 노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고충의견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필명게시판 운

총 16개 금융기관에 임직원의 퇴직금을 예치하여 안전하게 운용,

영을 통하여 직원들의 고충, 개선 건의, 질의, 회사 발전제안 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급여형(DB형) 제도가 운영되고 있

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회사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

으며 향후 퇴직연금제도 안정화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제도

2014

9,643
9,176
9,914

고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3일 이내

향후 계획

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직원의 고충처리가 신속하고

향후에도 소통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직원 의견 수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행정,

기존의 조직 활성화 이벤트와 정기 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지속

노사 간 소통 활성화

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사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

HR, IT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247건의 의견이 게시되었으며, 평

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내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향후 계획

1회의 정기 노경협의회를 운영하여 회사 경영 관련 사안에 대해

균 1.9일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통해 임직원의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여 임직원의 만족도를 제고

포스코건설은 직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

근로자위원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의견 수렴이

니다. 특히 신체적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 대의기구(노경협의회, 노

스트레스 및 우울증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조합)를 통해 협의하고 있으며 정기 간담회 등의 채널을 통해

또한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직원들과의 감성소통(여직원

서도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임직원 고충 처리 현황

임직원 고충의견
접수 건수

출산 축하 전보 및 꽃바구니, 경조사 직원 SMS 발송, 해외 근
무 직원 가족 감사메시지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건

평균 답변
처리일

1.9

건

기타 임직원 의견 수렴 활동
구분

내용

노경합동 현장방문 간담회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의견 수렴

노경합동 조직활성화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경영진과 임직원 간 소통 장려

사내 필명게시판 운영

62

247

임직원 인권 존중
성희롱 예방
포스코건설은 성희롱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규범 행

임직원의 의견 수렴 창구로 건의 및

동준칙에 성희롱 금지를 규정하여 전 임직원이 엄격하게 준수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회신

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가해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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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ibution

사회공헌

1% 나눔활동 기금활용 사업(2014년)

식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Social Contribution

지역아동센터 지원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은 기업이 속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
여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
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합니다. 포스코건설은 업의 특성
을 반영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도움
이 필요한 곳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아동센터 50개소 결연지원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결연부서 임직원 멘토링 봉사활동 실시

포스코건설의 사내 50개 부서는 2010년부터 인천지역 50개 지역

•임직원과 함께하는 어린이 합창대회 개최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

아동센터와 1:1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

포스코건설은 국내외 CSR 트렌드와 업의 특성에 맞춰 분야별로

니다. 월 1~4회 아동센터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지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 방향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구호 및 방한키트 지원

한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현지 국가 및 발주처의 CSR 요구에 선

•국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키트 제작 및 지원
•동절기 취약 계층을 위한 방한키트 103 세트 지원

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해외 사회공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합창대회를 지속 개최하여, 결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포스

RELATED CSR RISKS

비전
New Thinking
For a Better
World

비전

•인천아시안게임 다문화 어린이 서포터즈 발족 및 운영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및 청소년 직업교육 운영

문화나눔 및 소외계층 지원

지역사회 이슈 해결

목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이슈를 해결
목표

하지 못할 경우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

•추석맞이 소외계층 사랑의 꾸러미 전달

내·외부 고객에 대한
선제적 사회공헌활동을

이슈를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문화교류 및 교육
기부문화 확산

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5.4

억원

해외 사회공헌

화재예방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의
전국 현장과 해당지역 소방서의 연합 활동으로 노후전기시설 점

지역 소외계층 지원활동

등을 통해 화재위험에 노출된 전국 소외계층 40가구에 안전한 주

2004년 포스코건설 사회봉사단 창단 이래, 임직원이 참여하는

거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1% 나눔활동

지역아동센터

해외 현장 인근

참여

지원활동 등 지역

문화교류 및 교육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지원활동

시설 지원활동

있습니다. 2014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포스코건설의 대

재난재해 대비 긴급구호키트 제작

표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하여 다문화 지원, 화재예방 주거환경

포스코건설 봉사단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재

개선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

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구호키트 1,000세트를

여하였습니다.

제작하였습니다. 긴급구호키트는 이재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

외교부 산하

1인당 봉사시간

임직원 기부 총액

한국국제교류재단

는 의약품, 모포, 속옷, 세제, 수건 등 생필품 19종으로 구성되

포스코건설은 회사차원의 기부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자발적인

인천아시안게임 다문화 어린이 서포터즈 운영

어 있으며, 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에 배포되거나 포스코건설이

기부를 통해 사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있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응원하기 위해 다문화 어린이 서포터

진출한 해외 현장 인근 지역의 빈곤층에게 전달됩니다. 2014년

습니다.

즈를 창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아

제작된 키트는 부산 기장군 수해민 700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잔

동 5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퍼포먼스,

여 300세트는 베트남 동나이성 인근 소외계층 300가구에 전달

아시안게임 응원 및 개막식 광장 퍼레이드 등을 통해 공동체 의

되었습니다.

다문화 어린이 서포터즈의 인천아시안게임 성공기원 퍼레이드

재난재해 대비 긴급구호키트 제작

1% 나눔활동

1% 나눔활동

포스코건설은 열악한 안전시설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소외계

검, 내부 수리, 소방 안전 물품 지원 및 주택화재보험 가입 지원

MOU 체결

임직원

화재예방 주거환경 개선활동
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

시간

체 의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눔 실시

전략 방향

시설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우호적
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

코건설 임직원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아동들의 정서지원 및 공동

•석모도 주민을 위한 섬마을 문화공연 및 봉사활동 실시

통해 회사경영에 기여

다. 포스코건설은 국내외 현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가능한 사회적

28.5

동 5대 의무교육 등 여가 및 특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2014년에는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인천시 지역아동센터 어린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지원

2014 KEY FIGURES

도 등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연 관람, 체육활동, 아

2011년부터 포스코패밀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1% 나눔활동에 지
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
를 이끌어내 사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모금으로 조
성된 기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쓰이고 있
습니다. 2014년에는 2013년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긴급구호 및 방한키트 지원,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지원, 문화나
눔 및 소외계층 지원활동을 진행하였고, 2014년 총 기부금은 임
직원 기부액과 회사 매칭그랜트 기금을 모두 포함하여 총 10.8억
원이었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투명한 집
행을 위해 포스코패밀리 차원에서 설립한 포스코1%나눔재단을
통해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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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ribution

섬마을 문화공연

해외 현장지원형 사회공헌활동

남 동나이성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또한 수료생 중 90% 이상이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 내 공단 및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기 어려운 석모도에 포스코

포스코건설이 진출한 해외 현장을 중심으로 문화교류활동, 의료

설립된 용접학교를 통해 2년 6개월 간 총 141명에게 체계적인 용

현지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

건설 봉사단과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를 파견하여 봉사단의 재

지원, 직업학교 운영 등 국가별 니즈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통

접이론 및 실습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한 성과를 인정받아 현지 지역정부(연짝현 인민위원회)의 지역사

능기부로 이루어진 문화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

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편한 독거노인을 찾아가 생필품꾸러미를 전달하고 말벗 봉사활

회 경제기여 부문에서 인민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 해외 사회공헌활동

동을 진행했으며, 석모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진로모

해외 현장 인근 문화교류 및 교육시설 지원활동

구분

국가

지원내용

색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섬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MOU 체결 이후 매년 해외 사회공

2012

베트남

의료지원, 학교 개보수 지원,

향후 계획

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

멀티미디어실 지원 및 문화교류축제,

2015년에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과 연

를 중심으로 미얀마와 칠레 현장 인근 지역사회에 한국을 알리

소외계층 물품지원

계하여 건설업의 특성과 협력기관의 전문성을 더한 해외 사회

칠레

소외계층 물품지원

공헌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능기부 봉사단을 창단하

인도네시아

학교 개보수 지원,

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지 청소년들을 위해
K-POP, 합창, 미술, 댄스, 컴퓨터, 태권도, 한국 전통문화 체험

멀티미디어실 지원 및 문화교류축제

등 문화학교를 진행하고 도서 지원 및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였습

멀티미디어실 지원

라오스

학교 개보수 지원,

활동 지속 참여를 통해 사내 나눔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문화공연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실 지원 및 문화교류 축제,

앞으로도 포스코건설은 일회성 활동이 아닌 수혜자의 입장에서

또한 미얀마, 몽골, 칠레에 한류문화 컨텐츠 감상과 컴퓨터 교육

소외계층 물품지원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

학교 개보수 지원,

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2013

카자흐스탄

이 가능한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여 현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문화교류축제 및 멀티미디어실 지원

을 개선하였습니다.

베트남

의료지원, 용접학교 설립 및 운영

에콰도르

멀티미디어실 지원

미얀마

멀티미디어실 지원, 문화교류축제

2014년에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해외 공공외교 사

몽골

멀티미디어실 지원

회공헌활동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칠레

멀티미디어실 지원, 문화교류축제

국국제교류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와 우

베트남

의료지원, 소외계층 물품 지원

우즈베키스탄

현지 영상회의실 구축, 문화교류축제,

공공외교 사회공헌활동

즈베키스탄에서 선발된 50명의 봉사단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2014

한국 초청활동 등 인적교류

에서 공공외교 사회공헌활동인 ‘글로벌 브릿지(Global Bridge)’
02

해 환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원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1% 나눔

브라질

니다. 특히 대학생봉사단 해피빌더와 현지 봉사단원이 함께하는

01

여 업무를 통해 습득한 임직원의 역량과 재능을 지역사회를 위

활동을 펼쳤습니다. 본 활동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한국
의 전통문화와 대중문화를 알리고 양국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한
편, 현지 단원 한국 초청활동을 통해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

Interview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공공외교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해외 소외지역 의료지원

기업에게는 글로벌 진출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부터 인하대병원과 협력하여 의료인프라 미비 및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저개발국 주민들에게 전문
03

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베트남 하띤
지역에서 인하대병원, 인천시연수구의사회, 구세군자선냄비본

한류문화가 확산되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
다. 포스코건설과 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해당 국
가와의 교류를 통한 관계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한국

부와 함께 의료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하띤지역 3개 마을에서

국제교류단과 포스코건설 간 해외 공공외교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

주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의학과, 안과, 외과, 정형외과,

약은 이러한 상황을 포스코건설이 인지하고 향후 진출하게 될 현장과 소

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진료와 의약품을 지원하였으며, 안

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과 진료를 통해 53명의 주민에게 백내장 수술을 지원하였습니다.

을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서로 다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
국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침으로
써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

04
01. 석모도 문화공연

02. 베트남 의료지원활동

03. 미얀마 사회공헌활동 04. 우즈베키스탄 공공외교 사회공헌활동

66

베트남 용접직업학교 운영

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공공외교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

포스코건설은 2012년 12월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주관하

고 기업에게는 글로벌 진출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는 글로벌 CSR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2013년 포스코건설 베트남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팀 문성기 팀장

법인에서 설립한 용접직업학교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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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win Growth

동반성장

금융지원

이외에도 산업혁신3.0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상 문제점을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

파악하고 해결을 돕는 등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

Win-win Growth

으며 네트워크론을 통해 협력사가 금융기관에서 보다 쉽게 대

혁신3.0에 참여한 기업들의 의견 청취 결과, 기업별 맞춤형 컨설

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펀드를 조

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스

성하여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

코건설은 포스코 인재개발원과의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반드

동반성장 추진체계

만 아니라 동반성장위원회와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협약을 체

시 필요한 제조현장 혁신(QSS)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금융지원, 기술지원, 교

결하고 산업혁신3.0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설사에 맞는 성과공

업의 혁신경영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육지원의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협력사의 자립

유제 보상 유형을 개발하여 약 220억원의 투자재원 출연을 협의

원하였습니다.

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의 안정적인 성장과 높은 기술력은 포스코건설의 사
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협력사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고 적극적인 지원
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교육지원 실적

습니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한
금융지원 실적 (단위: 억원)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IT, 경영사무와

공정거래

RELATED CSR RISKS

금융지원

공정거래 4대

보증 수수료 지원 /

가이드라인 운영 /

네트워크론 / 동반성장펀드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

협력사 매출 확대 지원

중소기업 100% 현금 결제

구분

지원 실적

중소기업

보증수수료 지원

7.1

직업훈련

성과보상금 지원

134.4

동반성장펀드

366.0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컨소시엄 교육

2,968

맞춤형 교육설계 지원으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명

3.2

협력사 환경 및 안전·보건 관리
건설업은 시공단계에서 협력사와의 협업이 큰 만큼 협력사의 환경 및 안
전·보건 관리 수준은 포스코건설의 성과와 직결됩니다. 포스코건설은

기업윤리 교육

1,108

안전관리 교육

5,323

향상 지원

협력사 직원들의 기업윤리
실천 동참을 유도하여
명

비윤리 행위 예방

기술지원

사업적 협력 및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한 협력사의 CSR 수준 향상
을 위해 교육 및 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기술지원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특허 등록 및 실용
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품 개발 시 중소기업청이 개발비를 지

중소기업 컨소시엄 교육 /

성과공유제 추진 /

협력사 근로자 인권

기업윤리 및 안전교육 /

구매조건부 신제품

많은 협력사들의 규모가 영세하여 근로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며

동반성장지원단 운영 /

국산화 개발 지원 /

산업혁신3.0 참여

공동특허 출원 및 등록 /

특히 현장에서의 협력사 근로자 인권은 소홀히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

테크노파트너십

원하고 포스코건설이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하는 등의 기술지원

공사 수행 시 안전관리
명

역량 강화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인증

다. 포스코건설은 모든 계약서에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시켜 협력사의 인

기업으로서 성과공유제를 통해 중소기업과 공동기술 개발 등의

권의식을 높이고 있으며 현장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3개

협력사 인권관리 강화

사를 대상으로 총 15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에 134

협력사 인권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서 내에 세계인권선언,

억원의 구매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ILO, ISO 26000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2014 KEY FIGURES

반영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여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있습
니다. 인권보호 조항은 협력사와 체결하는 국내외 모든 프로젝

기술지원 실적

트 및 포스코건설의 모든 해외법인, 지사, 사무소에 동일하게 적

공정거래

3.2

억원

366

억원

134.4

억원

산업혁신3.0

동반성장펀드

성과보상금

연간 지원금

지원금액(대출실적)

지원금액

협력사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 4대 가이드
라인을 도입하여 해당 내용을 회사 구매포탈사이트에 공개하고

구분

지원 실적

공동 연구·개발

12개사 9건

공동특허 출원 및 등록

27건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보유 특허의 기술 이전

23개사 20건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 운영

13개사 15건

기술 컨설팅 및 연구시설 무상 지원

9개사 6건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사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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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됩니다.
인권 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 심사를 거친 중요한 투자 약정 및
계약의 수와 비율 (단위: 건)
구분

2014

규모나 전략적인 면에서 중요한 약정과 계약

3,241

인권 심사를 수행하거나 해당 계약서에

1,096

교육지원

인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계약 건수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의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

(2013년 8월 이후 진행된 계약 건수)

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교육’을 시행하여 기술, IT, 경영사무 등

비율(%)

33.8

맞춤형 교육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의 비윤리 행
위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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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uild Social Value Together

협력사 CSR 관리

향후 계획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의 CSR 관리역량을 향상시켜 사회적 책임

포스코건설은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를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

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

을 도모하고자 기존의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 ‘4대 실천사

니다. 협력사 수행도 평가 항목에 협력사의 안전, 환경관리, 품

항’으로 변경하고 계약체결 실천사항에 ‘부당특약 금지’ 규정을

질 수준 등을 포함시키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협력사를 선정

삽입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및 지원함으로써 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

다양한 금융, 기술, 교육, 경영지원 등을 제공하여 동반성장을 이

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1% 나눔

루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수 협력사 선정 및 협력사 평

활동에 105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함께 하

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협력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

고 있습니다.

고 중소기업 고충처리 상담센터의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만족도

Win-win Growth

Case Study

협력사 성장을 위한 지원활동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곧 포스코건설의 경쟁력 강화임을 인지하고 협력사의 기술 지원 및 매출 증대
를 위한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혁신3.0에 참여하여 협력사가 자발
적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포스코건설 임원이 직접 협력사에 방문하여 애로사항
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포스코건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협력사와 함께 극복
해 나갈 수 있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
협력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리
스크를 예방하고 협력사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협력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력사의 애로사항 및 의
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협력사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
후 동반성장 방향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고충처
리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효율적인 구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혁신3.0 우수 사례 - ㈜우진폼테크

동반성장지원단 운영 사례 - 장평건설

포스코건설은 산업혁신3.0을 통해 ㈜우진폼테크가 보유하고 있

포스코건설은 동반성장지원단을 통해 임원이 함께 참여하는 동

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응용하여 3정*5S**를 완벽하게 가

반성장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장평건설과 포스

동하도록 하고 작업장의 환경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혁

코건설이 협력하여 공동개발한 신공법에 대해 설계 지원 및 기

신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타 기업 성공사례를 공유하여 ㈜우

술검토를 진행하고 포스코건설 현장에 신공법을 우선적으로 적

진폼테크 임직원의 자발적인 혁신활동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용하였으며 기술홍보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장평건설은 독보적

그 결과 제작오류, 작업환경 등 다양한 부분에서 눈에 띄는 개선

기술 확보 및 직접적인 매출 증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포스

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코건설은 현장 원가절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정: 정량, 정위치, 정용기
**5S: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Focus

2015년 협력사 지원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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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QSS 혁신 컨설팅 지원, 산업혁신3.0 투자재원 출연,

자재원 출연, 동반성장 펀드 지원 등 456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

동반성장지원단의 지속적인 운영 등을 통해 협력사가 경영 혁신

할 계획이며, 현금 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고 대금 지급기일

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동반성장 전담 부서를 운영

을 개선하여 협력사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뿐만 아니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동반성장활동을 펼치도록 하겠

라 공동 연구·개발, 공동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공유제 등의 기

습니다. 이외에도 기술 개발 자금, 산업혁신3.0 및 성과공유제 투

술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혁신3.0 성과

기술지원 계획

금융지원 계획

목표

개선 전 수준 개선목표

개선실적

제작오류 개선

3,000만원

0원

0원

100%↑

도장공정 작업환경

5,500만원

3,000만원

1,200만원

180%↑

8,000만원

6,800만원

2,400만원

467%↑

3정5S체계 구축

-

50건

60건

120%↑

전사적 업무

-

30건

34건

113%↑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공동 연구·개발

10개사 10건

직접지원

113억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5개사 5건

간접지원

네트워크론 약정

공동특허 출원 및 등록

28건

특별지원

38억원

보유기술 이전

21개사 21건

혼합지원

305억원

성과공유제

16개사 16건

합계

456억원

테크노파트너십

10개사 8건

동반성장지원단 추진 성과

개선을 통한 낭비 절감
포장단위 최적화를

268
108

목표대비

장평건설
2014년 매출액

약

포스코건설
개발 제품 사용
비용 절감 효과

약

통한 운반비 절감

프로세스 개선

억원 달성

억원 증대

21

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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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PPENDIX

Financial Information

재무정보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2012

2013

2014

7,431,661,572,870

6,709,778,205,609

5,829,020,082,106

954,069,813,437

1,021,637,150,821

370,766,199,255

1,868,336,452,908

1,834,813,198,062

2,067,723,471,591

555,632,254,290

529,600,229,206

531,935,460,000

자산

재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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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4 INDEX

76

제 3자 검증성명서

78

매출채권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80

기타금융자산

UN GLOBAL COMPACT

81

미청구공사

1,892,632,960,196

1,300,544,788,799

1,180,734,916,886

수상실적 및 협회·단체 가입현황

82

재고자산

1,260,848,092,450

1,124,817,872,500

1,070,019,039,431

Ⅰ.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당기법인세자산
기타유동자산
Ⅱ.비유동자산
관계기업투자

6,260,207,822

13,923,523,918

22,420,872,525

893,881,791,767

884,441,442,303

585,420,122,418

1,769,101,788,882

1,931,843,181,998

2,537,244,632,908

113,714,140,312

117,876,566,517

112,651,783,891

1,419,986,358

3,287,389,213

6,633,520,81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41,633,530,096

454,162,477,047

557,126,006,444

유형자산

400,014,289,351

439,046,779,354

196,550,542,427

투자부동산

272,281,713,952

265,186,808,866

787,721,293,971

무형자산

306,145,086,192

310,540,415,687

473,918,546,327

이연법인세자산

223,388,521,482

302,469,191,939

361,159,954,466

기타비유동자산

10,504,521,139

39,273,553,375

41,482,984,569

9,200,763,361,752

8,641,621,387,607

8,366,264,715,014

4,969,750,155,983

4,735,004,281,122

4,059,558,170,297

1,502,717,886,352

1,047,492,876,800

1,072,218,046,110

차입금

547,986,048,104

776,137,902,605

595,769,132,046

기타금융부채

542,438,364,463

709,883,828,175

763,452,596,469

초과청구공사

372,479,969,414

811,189,530,794

898,885,985,466

당기법인세부채

82,583,178,959

98,930,254,577

14,322,641,744

충당부채

25,819,056,914

44,762,078,425

9,965,069,522

1,895,725,651,777

1,246,607,809,746

704,944,698,940

1,402,228,592,030

960,138,162,532

1,320,802,991,667

-

558,676,585

88,469,261,204

914,712,373,583

542,811,665,744

907,095,440,24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4,708,041,242

29,770,976,405

43,976,587,597

순확정급여부채

45,047,660,616

67,864,942,364

65,392,712,603

충당부채

61,160,580,973

101,133,905,334

93,046,351,017

이연법인세부채

13,931,509,664

16,565,928,900

14,326,636,807

비유동매출채권

자산총계
부채
Ⅰ.유동부채
매입채무

기타유동부채
Ⅱ.비유동부채
비유동매입채무
비유동차입금

기타비유동부채
부채총계

72

인천 송도국제도시 동북아무역센터 (NEAT TOWER)

312,668,425,952

201,432,067,200

108,496,002,194

6,371,978,748,013

5,695,142,443,654

5,380,361,16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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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2012

과목

2013

2014

자본

과목
XIV. 기타포괄손익

2,786,432,584,408

2,894,059,135,717

2,948,386,191,999

자본금

183,615,000,000

183,615,000,000

183,615,000,000

자본잉여금

761,864,652,020

757,934,439,797

749,388,414,043

적립금

-45,724,310,781

-48,307,688,274

-46,224,243,306

1,886,677,243,169

2,000,817,384,194

2,061,607,021,262

42,352,029,331

52,419,808,236

37,517,361,051

Ⅰ.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이익잉여금
Ⅱ.비지배지분
자본총계
부채및자본총계

2,828,784,613,739

2,946,478,943,953

2,985,903,553,050

9,200,763,361,752

8,641,621,387,607

8,366,264,715,014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당기손익 재분류조정
지분법자본변동

551,534,969

21,020,741,139

4,199,295,148

-3,618,817,374

-80,751,177

1,019,595,272

78,619,786,148

계속영업순이익

280,287,763,163

137,853,712,236

18,566,103,213

중단영업순이익

8,973,086,691

5,562,371,081

60,053,682,935

-9,728,049,478

3,750,912,435

-5,861,858,095

-14,122,922,672

-216,583,771

-9,149,775,610

738,542,913,809

867,555,165,079

726,820,929,041

-429,325,720,122

-432,208,694,601

-403,827,231,663

-369,822,670,767

-387,890,358,492

-347,290,156,050

-59,503,049,355

-44,318,336,109

-56,537,075,613

Ⅴ. 영업이익

309,217,193,687

435,346,470,478

Ⅵ. 관계기업투자손익

-33,340,149,910
76,894,374,450

금융수익
금융비용

계속영업순손실

4,394,873,194

3,967,496,206

3,287,917,515

241,861,689,671

144,350,280,017

84,709,022,938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253,741,712,852

140,574,269,148

88,667,608,281

비지배지분

-11,880,023,181

3,776,010,869

-3,958,585,343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7,877

3,905

2,141

322,993,697,378

기본및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7,633

3,754

506

-11,376,675,031

-8,471,404,052

기본및희석주당중단영업이익

244

151

1,635

-71,090,872,246

-115,080,962,118

346,923,758,152

284,742,869,201

177,414,173,924

-270,029,383,702

-355,833,741,447

-292,495,136,042

14,042,414,575

-123,958,132,680

-145,984,584,841

기타영업외수익

62,983,379,483

48,006,068,640

41,473,644,847

기타영업외비용

-48,940,964,908

-171,964,201,320

-187,458,229,688

366,813,832,802

228,920,790,522

53,456,746,367

-100,648,992,311

-91,283,662,057

-44,040,418,764

XI. 계속영업순이익

266,164,840,491

137,637,128,465

9,416,327,603

XII. 중단영업순이익

13,367,959,885

9,529,867,287

63,341,600,450

279,532,800,376

147,166,995,752

72,757,928,053

74

2,011,086,629

143,416,083,317

중단영업순이익

XIII. 당기순이익

11,760,669,355

-4,112,709,377

289,260,849,854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X. 계속영업법인세비용

-2,527,064,825

-5,559,366,545

72,757,928,053

-8,853,762,616,913

Ⅸ.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28,448,258,069

147,166,995,752

-9,263,811,875,157

Ⅷ. 기타영업외손익

190,425,530

279,532,800,376

-7,873,735,835,805

Ⅶ. 금융손익

-289,650,910

당기순이익의 귀속

2014

판매및물류비

-9,222,852,636

4,530,692,306

9,580,583,545,954

일반관리비

190,425,530

84,709,022,938

2013

Ⅳ. 관리비및판매비

-289,650,910

-19,354,345,410

10,131,367,040,236

Ⅲ. 매출총이익

-9,222,852,636

144,350,280,017

2012

Ⅱ. 매출원가

2014
11,951,094,885

-19,821,609,119

8,612,278,749,614

Ⅰ. 매출

2013
-2,816,715,735

241,861,689,671

해외사업환산손익

비지배지분
과목

2012
-37,671,110,705

XV. 당기총포괄이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원)

Financial Information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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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G4 INDEX

GRI G4 INDEX

포스코건설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4 가이드라인의 Core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정표준공개

일반표준공개
Category

지표

지표설명

전략 및 분석

G4-1

CEO 메시지

조직 프로필

G4-3

ISO 26000

페이지

6.2

4-5

조직 명칭

6

G4-4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6

G4-5

본사의 위치

6

보고 조직이 영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성

7

G4-6

을 갖는 국가명
G4-7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6-7

G4-8

대상 시장 (지역별 구분, 사업 분야, 고객ㆍ수익자 유형)

6-7

G4-9
G4-10
G4-11

파악된 중대측면과 경계

보고 조직의 주요 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공급망의 주요 특징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 구조 상의 중대한 변화

G4-14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G4-15

경제·환경·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10
18-23
6.2

81
82

협회 및 국가·국제적 정책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주요 사업부서, 운영 회사, 자회사, 합작 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16-17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에서 확인된 중요성 측면

16-17

G4-20

내부 보고 경계 (예: 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 시설, 합작 회사, 공급업체)

76-77

G4-21

외부 보고 경계 (예: 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 시설, 합작 회사, 공급업체)

76-77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기술 사유

60, 61

G4-23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방식 상의 큰 변화

G4-2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G4-2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G4-28

G4-30
G4-31
G4-32
G4-33
G4-34
G4-56

6.2

7

앞표지 안
6.2

14-15
14-1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G4-26

G4-29

윤리성 및 청렴성

68-71

G4-18

G4-25

거버넌스

63

G4-17

G4-22

보고서 프로필

6.3.10, 6.4, 6.4.3, 6.4.4, 6.4.5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G4-13

G4-19

이해관계자 참여

59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G4-12

G4-16

6

보고 조직의 규모

6.2

14-15
14-15

보고 대상 기간

앞표지 안

최근 발간 보고서 년도

앞표지 안

보고 주기

앞표지 안
3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76-77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07.5.3

제 3자의 검증에 대한 정책과 최근 관행

6.2

조직의 지배구조

특정표준공개
지표설명

경제성과

Generic DMA

EC1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간접경제효과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10
12-13

경제·환경·사회 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ㆍ핵심가치 행동 강령 및 원칙

Category

78-79

ISO 26000

6.8, 6.8.3, 6.8.7, 6.8.9

6.3.9, 6.8, 6.8.3, 6.8.4, 6.8.5,
6.8.6, 6.8.7, 6.8.9

보고 페이지 또는 내용

Boundary

28

포스코건설

73-75
64-67

포스코건설,

64-67

지역사회

GRI G4 Index

Category

지표설명

에너지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EN3

조직 내부의 에너지 소비량

생물다양성
EN12

ISO 26000

6.5, 6.5.4

보고 페이지 또는 내용

Boundary

38, 44

포스코건설,

45

파트너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42

포스코건설,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 밖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활동,

42

지역사회,

제품, 서비스가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설명
EN13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대기오염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42

EN15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EN16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2)

45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3)

45

CRE3

빌딩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45

폐수 및 폐기물

Generic DMA

EN23

유형 및 처리방법별 총 폐기물 중량

EN24

중요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환경법규 준수

Generic DMA

EN29

환경관련 벌금액 및 제재조치 건수

공급업체 환경평가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41

포스코건설, 		

EN32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비율

41

파트너

EN33

공급망 내 중대한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41

고용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LA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수 및 비율(연령별, 성별, 지역별)

LA2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복리후생 사항

산업안전보건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LA6

산업재해 현황

CRE6

글로벌 안전 보건 시스템 운영 사업장 비율

훈련 및 교육

Generic DMA

LA9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LA11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

노동관행 고충처리제도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LA16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노동관행에 관한 고충 건수

투자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HR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근로자 훈련 시간 및 훈련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

고충처리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HR12

공식 고충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발견, 해결된 인권고충 건수

지역사회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SO1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영향평가,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비율

CRE7

자발적 또는 비 자발적 이주 주민 건수

반부패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SO4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 영향을 평가한 주요 제품 및 서비스군의 비율

고객안전보건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PR1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Generic DMA & Aspect-Specific DMA

PR5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38, 44
6.5, 6.5.5

6.5, 6.5.3

포스코건설, 		

45

파트너

38

포스코건설, 		

43

파트너

없음
38
6.5

포스코건설, 		

0건

58, 70
6.4, 6.4.3
6.4, 6.4.3, 6.4.4

포스코건설,

59

임직원

61-62
46-47

6.4.3, 6.4.4

포스코건설,

46

임직원, 파트너

48
59-60
6.4, 6.4.7

포스코건설,

60

임직원

59
58, 63

포스코건설,

63

임직원

58, 63, 69

포스코건설,

63

임직원, 파트너

58, 63, 69

포스코건설,

63

임직원, 파트너

64-67
6.3.9, 6.8, 6.8.5, 6.8.7, 6.6.7

포스코건설,

64

지역사회
Not
Available

12-13
6.6, 6.6.3

포스코건설,

12

임직원, 파트너

30, 52, 55
6.3.9, 6.6.6, 6.7, 6.7.4, 6.7.5

포스코건설,

52

고객

53, 54
6.7, 6.7.4, 6.7.5, 6.7.6, 6.7.8,

포스코건설,

53

고객

6.7.9
CRE8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

녹색건축물
인증 36건,
LEED 인증

본 보고서의 검증은 AA1000AS의 Type 1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포괄성, 중요성 및 대응성의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13건

* CRE7 항목은 2016년 보고서 이후 보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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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Statement of Third-party Assurance

제 3자 검증성명서

포스코건설 지속가능성보고서 2014-15 관련

이 의견은 Moderate Level의 검증에 바탕을 두며, 중요성(Ma-

관찰사항

로이드인증원은 포스코건설의 ISO 9001, ISO 14001, 그리고

이 검증성명서는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독자를 위한 것으로서, 포

teriality) 기준으로써 검증심사원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

검증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적 관찰사항 및 발견사항은 다음과

OHSAS 18001에 대한 인증 기관입니다. 포스코건설에 상기 인

스코건설과의 상호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al Judgement)에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같습니다.

증에 한해 교육, 검증 및 인증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포스
코건설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검증업무에 대한 독립성 및 공평성

Note: Moderate Level의 검증에서 증거 수집 범위는 High Level의 검증

검증 기준 및 범위
로이드인증원(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
LRQA)은 포스코건설로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 2014-15’(이하 “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을 요청 받았습니다. 본 검
증은 아래 검증 기준에 따라 AccountAbility의 AA1000AS(2008)
을 활용하여 Moderate Level로 수행되었으며, 그 범위는 Type
1이었습니다. 검증 범위에는 포스코건설 국내 사업장의 운영 및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AA1000에서 제시한 포괄성, 중요성 및 대응성 원칙 준수 평가
•보고서가 GRI G4 가이드라인 및 Core Option에 의거하여 작
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보고서가 GRI G4 가이드라인의 건설 및 부동산 분야 가이드라
인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로
이드인증원은 마지막 주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해당 사항들에
대하여 타인 혹은 타 조직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
다. 보고서 내의 모든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취합, 분석 및 기
술, 그리고 보고서 발간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
에 대한 책임은 포스코건설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포스코건설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포스코건설의 책임이 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포스코건설이
하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
았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및 보고서의 독자에게 중요한 모든 이슈를 포함
하였습니다.

보다 작습니다. Moderate Level의 검증은 사업장에서 원천데이터
를 직접 확인하기 보다는 취합된 데이터에 초점을 둡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AA1000AS(2008)에 의거하여 수행되었
습니다. 본 검증을 위해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행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 포괄성(Stakeholder Inclusivity)		

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프로
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고서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서명

로부터 제외된 어떠한 중요 이해관계자 그룹도 발견되지 않았습

2015년 8월 6일
검증팀장 김 태 경

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건설현장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속가능성 이슈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해관
계자 참여에 관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17층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이슈들이 올바르게 파악되었는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접근법
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문서 및 관련 기록의 검토를 통해 수
행되었습니다.
•중요 이슈가 보고서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중요 이슈를 식별하고 결정하는 포스코건설의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건설의 보고서와 타사의 보고서
를 대조하여 해당 산업계의 특정 이슈들이 서로 비교가 가능하
도록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포스코건설이 중
요 이슈 결정 과정에서 사용한 기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포스코건설의 비즈니스상 의사 결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
여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평가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고원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에 수록된 지속가능경
영 성과와 관련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포
스코건설 송도사옥과 인천아트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
여 전사적 수준과 사업장 수준에서의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확
인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천안시에 위치한 건설현장 담당자들과 면담하여
포스코건설의 지속가능경영 프로세스가 사업장 수준에서 실행
되고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가 GRI Content Index를 통해 지속가능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LRQA 계약번호: SEO6020386

중요성(Materiality)
포스코건설은 어떤 이슈(혹은 측면)가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
해 폭넓은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기준들이 경영측면에만
편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포스코건설의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
련하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이슈는 발견되지 않았습
니다. 다만 포스코건설은 중요 측면(Aspect)이 적절히 결정될 수
있도록 GRI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중요 측면 경계에 대해서는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Lloyd’s Register Group Limited,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including

대응성(Responsiveness)
포스코건설은 광범위한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연계된 상세한 실행 계획과
목표를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보고서에
투명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imited (LRQA),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in this clause as ‘Lloyd’s Register’. Lloyd’s Register assumes no responsibility and shall not be liable to any person for any loss, damage or expense
caused by reliance on the information or advice in this document or howsoever provided, unless that person has signed a contract with the relevant
Lloyd’s Register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or advice and in
that cas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exclusively on the terms and condi-

로이드인증원의 자격 및 독립성

tions set out in that contract.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ssurance Statement is the only valid version.

로이드인증원은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자격

Lloyd’s Register Group Limited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versions trans-

이 부여된 검증심사원을 선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적용

lated into other languages.

된 접근 방법이 엄격히 지켜지고 투명하게 보장되기 위해 모든

This Assurance Statement is only valid when published with the Report to

검증 및 인증 평가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

which it refers. It may only be reproduced in its entirety.

고 있습니다.

Copyright ©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imited, 2015. A member of
the Lloyd’s Register Group.

* AA1000AS(2008): AA1000 Assurance Standard(2008), Accountability사가 제정한 글로벌 검증 표준으로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과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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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UN GLOBAL COMPACT

검증 범위
이 검증의견서는 (주)포스코건설의 요청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014년 (주)포스코건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의 데이터 및 정보를 검증하였습니다.

Statement of Assurance Repor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 UN Global Compact

포스코건설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10대 원칙을 준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UN Global Compact 10th Principle)과 관련된 포스코건설의 활동 현황은
아래 대조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 (LRQA)는 (주)포스

보증수준 및 중요성

코건설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주)포스코건설의 온실가스 에너

이 검증 의견서의 검증 보증 정도는 합리적 보증이며, 5%의 중요

구분

원칙

포스코건설 주요 활동

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된 2014년 온실가

성 기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인권

1.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준수

존중한다.

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에 기록된 (주)포스코건설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 관련 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래의

LRQA의 의견

표1과 같이 검증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

LRQA의 검증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

량과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 사용량 명세서의 온실가스 데이터가 중요성 측면에서 의심을

2.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는다.

온실가스 보고서의 작성과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내

61, 67

HR3, HR7

60-61

HR4, G4-11, LA4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준수
•윤리규범 행동준칙에 성희롱 금지 규정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조합 운영
•노경협의회 운영

2014

범위

4.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철폐한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정의에 따름)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궁극적으로 보고서는 (주)포스코건설에 의하여 승인되고, (주)포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26,112.85

스코건설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총 배출량

30,317.99

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4,205.14

*상기 데이터는 CO2의 환산 톤 수치에 해당함

6. 고용과 업무상 차별을 철폐한다.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금지 관련 법률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 운영

HR6
HR5

56-57

HR3, LA1, LA9, LA12, LA13

•임직원 평가제도 개선 및 간소화
환경

7.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친환경 환경관리 시스템 운영

LRQA의 검증방법
LRQA의 검증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환경관리 직무 내용 분석 및 역할 정립

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환경법규 준수

(주)포스코건설 온실가스 보고서의 온실가스 데이터가 온실갓 에

•환경민원 지원

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합리적

•환경자율개선활동 수행

로이드인증원

-

준수

•해외 프로젝트 환경관리 수행

심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심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HR1~6, 10

•계약서 내 인권보호 조항 포함
3.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

(주)포스코건설 온실가스 보고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업무에 한정됩니다.

보증 수준으로 검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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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노동

부 관리를 유지하는 책임은 (주)포스코건설의 경영진에 있습니
다. LRQA의 책임은 (주)포스코건설의 계약에의해 보고서의 보

GRI G4

포함

줄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영진의 책임

페이지

8. 보다 큰 환경적 책임을 지는데 앞장선다.

•공해 및 오염물질 관리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17층 150-923

•생태계 보전활동 수행

LRQA 참조번호: SEO 6023834

•폐기물 재이용 및 재활용

39, 41-42

42-45

G4-14

EN12, EN13, EN19, EN22, EN23,
EN27, EN31

•온실가스 데이터 신뢰성 점검

- 주요 사업장 설비에 대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및 에너지 사용량 기록을 관리하는 관련 프로세스

2015년 4월 14일

•협력사 건설장비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를 검토하였습니다.

유상근

•건설업 온실가스 규제 대응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자료의 관리 및 유지에 		

9.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한다.

•친환경 공법 개발

40, 41, 43-45

EN6, EN7, EN10, EN19, EN27

•친환경 설계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력사 환경경영 확산 지원사업
•친환경주택 건설
검증의견서
본 검증의견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명세서 검증 의견임.
제 3자 배상책임
LRQA, 그 관계사와 자회사 및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 조항에서 ‘Lloyd Register Group’으로 나타냅니다. Lloyd Resister Group은 누구에게도 이 문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반부패 10. 부당이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
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FCPA 준수 및 관련 교육 시행

SO3, SO4, SO5

•임직원 윤리 교육 실시

서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조언이나 정보에 대한 의존으로 인하여 야기된 어떠한 손실, 손상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특정인이

•협력사 윤리경영 강화

관련 Lloyd Register Group의 일원과 이 정보나 조언의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런 경우 모든 책임과 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에 기술된 조건에 따릅니다.

•부서별 윤리실천 수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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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에 함께한 사람들

수상실적 및 협회·단체 가입현황

주요 수상실적
수상일

수상내용

수여기관

7월

2014 상반기 한경 주거문화대상 리모델링 대상 (분당 매화마을 1단지 아파트)

한국경제

7월

제47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무재해운동 추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월

제18회 살기좋은 아파트 최우수상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

국토교통부, 매일경제

9월

ISO27001(정보보호국제표준) 인증 획득

국제표준화기구(ISO)

9월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6년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

10월

2014 대한민국친환경대상(산업부문/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친환경대상위원회

10월

녹색기술 인증(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는 LED 자동조도조절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10월

제12회 올해의 프로젝트 대상 (플랜트부문/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11월

2014 대한민국 대표아파트 대상 아파트부문 평면혁신상 (더샵 그린워크 1,2차 현장)

한국경제TV

11월

대한민국 친환경건설 대상 (서울숲더샵)

국토교통부

11월

제10회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건축물부분 친환경대상 (서울숲더샵)

매일경제신문

12월

2014 굿 디자인(Good Design) 건설부문 最多 선정 (우수상 3건, 선정작 8건)

한국디자인진흥원

12월

제5회 대한민국 그린건설대상 디자인대상 (더샵 그린포레)

서울신문

12월

2014 대한민국 품질경영대상 토목분야 대상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7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현장)

국토교통부

김기환

박영근

신광호

이병우

김대호

박재호

신지원

이종학

김성호

박지수

신   호

최경석

김승찬

박혜연

양현진

최민철

박상규

백정민

우현승

최정화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협회·단체 가입현황
구분

협회 및 단체명

구분

협회 및 단체명

고객

한국건설품질연구회

협력사

건설외주협의회(건외협)

한국능률협회

환경

한국건설환경협회

노사

안전보건

한국표준협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건설하자관리협의회

한국물환경학회

건설전문가협회(HR) (구 건설업체인사관리자협의회)

대한환경공학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수자원학회

매경안전환경연구원(SEL클럽)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협회(KCCS)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해안해양공학회

한국소방안전협회(경북)

포스코건설 지속가능성보고서 2014-15

윤리경영

(사)한국감사협회

지역사회

광양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지속가능성보고서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포스코건설 홈페이지에서

새얼문화재단

확인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PDF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포항남부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발행월

2015년 8월

발행인

황태현

발행처

포
 스코건설 경영지원본부 사회공헌그룹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POSCO E&C Tow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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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csr@poscoenc.com

TEL

(032) 748-3737

홈페이지

www.poscoenc.com

디자인

IM creative (02)303-4266

본 보고서는 FSCTM 인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검증된 FSCTM 인증 인쇄소에서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

www.poscoenc.com
본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Tel 054-223-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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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2-748-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