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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2-748-1811

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oscoenc.com
이메일 corporatecitizenship@poscoenc.com

CONTENTS

INTRODUCTION

ESG VALUE CREATION

ESG FACT BOOK
101

ESG Data

109

GRI Content /ISO 26000 Index

113

UN Global Compact

114

SASB Index

116

제3자 검증의견서

118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120

수상 실적 및 가입 협회

02

CEO Message

ESG STRATEGY

03

CSO Message

04

2021 Brief

29

ESG 전략 및 추진체계

05

회사 소개

33

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07

Value Creation Model

37

중요성 평가 결과

08

2021 재무성과

ENVIRONMENTAL

10

기업시민 5대 브랜드

40

TCFD 보고서

47

환경경영 이행

SUSTAINABLE BUSINESS
17

Plant

20

Architecture

22

Infrastructure

24

Smart Construction

26

Our Business Story

SOCIAL
55

안전한 사업장

64

고객 만족

68

지속가능한 공급망

74

행복한 임직원

80

사회공헌

GOVERNANCE
87

이사회

88

주주 및 감사

89

리스크 관리

90

비즈니스 윤리

92

인권경영

94

공정거래

96

정보보안

98

조세

99

그린 파이낸싱

INTRODUCTION

SUSTAINABLE BUSINESS

ESG VALUE CREATION

ESG FACT BOOK

CEO Message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코건설은 시대의 변화에 앞서 이해관계자와의 공존·공생을 위한 기업시

포스코건설이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

민 경영이념을 도입하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이윤 창출을 넘어

는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스마트 세이프티 솔루션 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

발 및 적용 확대, 안전 의식 제고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을 통해 임직원, 협력사,

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

근로자 등 전 구성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성원이

복하며 지난해 8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국

존중받고 자유로운 소통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창의성이 발

내 모든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A+’로 상향, 한국품질만족지수 12년 연

휘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 1위,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국내 건설사 유일 AA 등급 획득 등 괄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ESG 경영 환경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인 중소협력사의 ESG
정착 또한 포스코건설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달은 바는 자연과의 관

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적인 ESG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도입하고 맞춤

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

형 컨설팅을 통해 협력사의 ESG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탄

다는 것입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2050 Carbon

소, 친환경 구매를 확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통해 중소협력사와의 투

Negative 전략’을 수립하고,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서 건강하고 발전적인 산업 생태계를

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유수의 일관제철소 건설, 친환경 도시 개발 등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사 차원의 수소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
너지, 제로에너지 빌딩 및 그린 리모델링, 자원순환 플랜트 등 친환경 사업 추

앞으로도 포스코건설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같이 짓는 가치’를 실현하는

진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No.1 건설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
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포스코건설의 노력에 이해관계자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환경과 사회적인 가치를 고려하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Big data 기반으로 리스크 관리 및 의사결
정체계를 구축하고 BIM, 건설로봇 등 스마트 기술로 실행하는 스마트 컨스
트럭션 현장을 구현함으로써 생산성, 효율성 향상은 물론 품질, 환경, 안전
등 ESG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생물종을 보존하고 서식지를 복원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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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해관계자의 ESG 경영 이행 요구 등으로 기

현장의 안전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불안전 선행관리 활동’을 통해 건설업

업의 안전 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는 더 이상

중대재해 다발 3대 유형인 ‘추락’, ‘낙하’, ‘협착’ 재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기업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는 한편, 위험 드러내기 특별기간 운영, 안전제안 제도 등 다양한 안전활동

人災라는 사회적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의 이미지

을 시행하여 자율적인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고객의 신뢰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자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포스코건설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회사 경영의 최우

‘안전신문고’ 및 ‘위험작업 거부권’을 함께 운영하고, 협력사의 안전역량 강

선 가치로 인식하고 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적극 실천한다는 경

화를 위해 안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방침을 기반으로 중대재해 ZERO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계획(P)-실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행(D)-점검(C)-조치(A)의 과정을 통하여 글로벌 수준의 자율안전보건체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을 전 현장

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에 확대 적용하고, 기술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설계
부터 시공단계까지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센터를 안전 경영총괄 조직으로 상향 편제하여 계획, 설계, 시공
을 포함한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포스코건설의 전 임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에 있어 1%의 실수는

강화하고 안전보건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100% 실패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을 만들기

록 하였습니다.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책임이사(CSO, Chief Safety Officer)를 등기이사로 선임하여
조직, 인사, 예산 등 안전보건에 대한 독립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대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경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포스코건설 CSO 송 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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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품질만족지수
12년 연속

1위

덴마크 오스테드와

해상풍력
건설 추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AA 등급
국내 최초 시민참여
기후변화협의체

P-GRT 발족

국내 최초

어린이
꿀벌 축제
개최

건설업 최초

2050 Carbon Negative
전략 수립 및 로드맵 이행

협약 체결

우수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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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

건설업 최초

협력사
ESG 평가

도입
3년 연속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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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포스코건설은 1994년에 설립해 차별화된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플랜트, 인프라, 건축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친환경·신성장 사업을 전개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나
아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11년 연속 글로벌 No.1 철강기업을 넘어 건축/인프라, 이차전지 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식량(Agri-Bio)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 (2021년 12월 말 기준)
2021
국내 시공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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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NR GLOBAL
CONTRACTORS

63

위

위

2021년 수주액

11 2,209
조

억원

주주구성 (2021년 12월 말 기준)
포스코홀딩스(주)

The Saudi Asian
Investment Company*

52.8 %

38.0 %

포항공과대학교

우리사주
및 소액주주

2.1 %

7.1 %

친환경인프라

철강

친환경미래소재

재단 및 기타

포스코건설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RIST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스틸리온

피엠씨텍

포스코경영연구원

포스코에너지

SNNC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포스코인재창조원

포스코ICT

포스코엠텍

포스코HY클린메탈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플로우

엔투비

피앤오케미칼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포스코휴먼스

포스코O&M

포스코알텍

포스코A&C

PNR

삼척블루파워

포항특수용접봉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웰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미소금융재단
포스코새마을금고

한국퓨얼셀

철강융합신기술연구조합

부산E&E

대표이사

설립일

한성희

1994. 12. 01

리스트벤처

포항SRDC
이스틸포유

포스코그룹 일반 현황 (2021년 기준)
임직원 수

사업분야

5,897

플랜트, 인프라, 건축

홈페이지

신용등급

명

https://www.poscoenc.com/
본사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2021 NICE 신용평가
2021 한국기업평가
2021 한국신용평가

A+

국내 그룹사

39

해외법인

개사

163

진출국가

개사

55

개국

임직원수

2021 매출액

2021 영업이익

65,000 명

76조 3,320 억 원 9조 2,380 억 원

*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가 설립한 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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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은 차별화된 기술, 다수의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현재 전세계 30개국에 진출하여 건축, 플랜트, 인프라 분야의 글로벌 E&C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개국 진출

개 법인

개 지사·사무소

현지 법인
아시아
남아메리카

06

지사·사무소
중국(북경, 훈춘, 대련),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아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남아메리카

칠레, 페루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현장

사업분야별 주요 진출국

아시아

파키스탄, 인도, 중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동

이라크, 오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아랍에미리트)

아프리카

모로코, 가나, 모잠비크

남아메리카

멕시코, 페루, 칠레, 브라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유럽

폴란드

플랜트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오만,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멕시코, 페루, 칠레, 브라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인프라

폴란드, 파키스탄,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UAE(아랍에미리트),
가나, 모잠비크, 페루, 파나마, 폴란드

건축

중국,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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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Creation Model
INPUT

BUSINESS MODEL

OUTPUT

재무자본

BUSINESS ACTIVITIES

재무자본

자산

6,634,620백만 원

자본

3,113,521백만 원

부채

3,521,099백만 원

매출액

7,018,744백만 원

영업이익

410,178백만 원

주당순이익

5,967원

제조자본
수주잔고

35,655,085백만 원

시공능력평가액

9,515,700백만 원

착수/기획

계획 및 설계

지적자본
무형자산

215,383백만 원

연구개발비

39,729백만 원
프로젝트 완수

인프라연구그룹, 건축연구그룹,

인적자본
전체 종업원 수

5,897명

신규채용 수

1,611명

평균 근속 연수

12.3년

자연자본
에너지 소비량

866,444GJ

용수 소비량

579,339톤

사회관계자본
사회공헌 투자비

6,830백만 원

1% 나눔 기부금액

1,180백만 원

4,339,807백만 원

플랜트 부문 매출액

1,837,837백만 원

인프라 부문 매출액

841,100백만 원

수행 및 모니터링

연구개발 실적

58건

BUSINESS STRATEGY

강건재기술그룹, 스마트컨스트럭
션그룹, IT그룹, 정보보호그룹

건축 부문 매출액

지적자본

R&D기획그룹, 플랜트연구그룹,
연구개발조직

제조자본

시공

01
02
03

인적자본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중대재해 근절, ESG 고도화

총 교육 시간

195,472시간

· Human Error까지 고려한 예방책 마련, 환경과 공존, 동반성장 추구

총 교육 훈련비용

1,848백만 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50.4시간

1인당 교육 훈련비용

0.48백만 원

그룹 전략에 연계한 친환경/성장 사업 참여
· 수소/이차전지/데이터센터/수처리/폐기물/모듈러 육성
· E&C 사업군 최적화, 강건재 트렌드세터 도약

디벨로핑 역량 강화로 고수익 사업 확대
· 송도 개발/인프라 민자/신재생 발전 경험 활용, Biz Model 고도화

04

브랜드 인지도 제고로 수도권 도시정비사업 강화

05

인재/기술 확보, 시스템 혁신으로 본원 경쟁력 제고

· 하이엔드 브랜드 런칭, 광고/홍보 강화로 브랜드 인지도 개선
· 재무 안전성 활용, 핵심지역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수주 확대

· 인력-기술-시스템 기반의 사업 관리 체계 혁신
· 핵심 전문기술 인재 조기 자산化로 사업수행 역량 강화

자연자본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2

43,146tCO₂eq

Scope 3

1,108,020tCO₂eq

총 폐기물 배출량

1,026,667톤

총 폐기물 재활용률

99.8%

사회관계자본
총 현금 기부 금액

6,699백만 원

사회공헌 참여 시간

69,996시간

1인당 사회공헌 참여시간

11.9시간

※ coverage : 별도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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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재무성과
영업실적

재무상태

포스코건설은 2021년 연 매출 8조 원 회복과 더불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2021년 포스코건설의 자산 총계는 전년대비 5,995억 원 증가한 7조 3,868억 원입니다. 부채

같은 성과는 임직원과 협력사의 노고와 지역사회, 정부,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총계는 전년 대비 2,974억 원 증가한 4조 135억 원이며, 자본 총계는 3,021억 원 증가한 3조

지원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3,733억 원입니다.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

매출액

2020

(단위: 백만 원)

2021

구분

2019

2020

2021

유동자산

4,432,559

4,495,661

4,859,252

비유동자산

2,236,059

2,291,650

2,527,569

7,650,251

7,794,363

8,198,634

(7,128,078)

(7,102,070)

(7,308,898)

522,173

692,292

889,736

자산총계

6,668,618

6,787,311

7,386,820

(274,648)

(312,563)

(448,816)

유동부채

3,054,663

2,985,258

3,302,394

영업이익

247,525

379,730

440,920

795,058

730,802

711,108

금융손익

51,656

8,073

(3,178)

부채총계

3,849,721

3,716,060

4,013,503

기타영업외손익

(12,870)

(20,737)

(5,823)

자본총계

2,818,897

3,071,250

3,373,318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영업이익

259,538

323,981

405,602

계속영업법인세비용

(86,869)

(66,846)

(118,069)

당기순이익

172,668

257,135

287,533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관리비 및 판매비

비유동부채

부문별 매출
2021년 포스코건설의 주요 사업부문인 플랜트, 건축, 글로벌 인프라, 부동산 관련 서비스, 기술용역업의 다섯 부문과 상품판매업을 포함하여 매출액 8조 1,986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플랜트

건축

(단위: 억 원)

2021
2020
2019

19,001
17,807
14,610

* 사업보고서 상의 연결조정 수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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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프라

기술용역업

(단위: 억 원)

2021
2020
2019

46,226
49,835
52,260

부동산 관련 서비스 & 상품판매업

(단위: 억 원)

2021

8,423

(단위: 억 원)

2021

2020

7,989

2020

2019

8,311

2019

2,385
3,416
1,792

(단위: 억 원)

8,713

2021
2020
2019

1,615
381

INTRODUCTION

SUSTAINABLE BUSINESS

ESG VALUE CREATION

ESG FACT BOOK

현금흐름

연구개발

2021년 포스코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기초 6,757억 원에서 기말 4,943억 원으로 1,814

포스코건설의 2021년 연구개발 투자비는 397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95억 원 증가했으며, 매출

억 원 감소했습니다.

액 대비 연구개발비용 비율 역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한 0.48%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백만 원, %, 별도기준)

(단위: 백만 원)
구분

2019

2020

구분

2021

연구개발비용 총계*

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740)

909,693

326,94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5,308

(630,132)

(606,86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5,018)

(194,308)

93,616

기초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618,966

596,378

675,724

기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596,378

675,724

494,322

연구개발비용 총계/매출액 비율

2019

2020

2021

32,293

30,210

39,729

0.42

0.39

0.48

*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기 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총액으로 기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

법인세

경제적 성과 배분

포스코건설의 2021년 법인세 납부액은 9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원 증가했습니다.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포스코그룹의 경영이념 실현을 위해 포스코건설은 임직
원, 협력사, 사회, 주주 및 투자자,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경제적 성과를 공유합니다.

(단위: 억 원, %)
구분

세전이익
법인세비용
유효 세율

2019

2020

2021

2,595

3,240

4,056

869

668

1,181

34

21

29

(단위: 억 원)
배분 대상

임직원

항목

2019

2020

총 급여

7,958

7,998

9,210

급여 및 복리후생비

7,450

7,450

8,378

퇴직급여
협력사

총 구매비용

508

548

832

61,828

61,321

53,802

외주비

49,188

48,871

41,262

원재료 매입비

12,640

12,450

12,540

사회

기부금 및 사회공헌비

주주 및 투자자

배당금 및 이자

정부

법인세

배분된 경제적 가치 합계

2021

46

47

73

609

573

526

869

668

1,181

71,310

70,607

6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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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민 5대 브랜드
포스코그룹은 기업시민의 가치를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테마를 바탕으로 ‘기업시민 5대 브랜드’를 설정하였습니다. 동반성장의 가치를 구현하는 ‘Together’, 벤처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Challenge’,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Green’, 미래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Life’와 ‘Community’의 5가지 브랜드에 따른 사업을 전개하여 기업시민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
5대 브랜드’를 통해 직면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목표

함께 거래하고
싶은 회사

함께 성장하고
싶은 회사

함께 환경을
지키는 회사

함께 미래를
만드는 회사

지역과
함께하는 회사

Signature
5대 브랜드

주요 테마

Together

Challenge

Green

Life

Community

With POSCO

With POSCO

With POSCO

With POSCO

With POSCO

동반성장

벤처육성

탄소중립

출산친화

지역사회와 공존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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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

· 벤처생태 조성

· 기후행동 및 환경보호

· 저출산 해법 제시

· 지역사회 상생협력

· 성과 공유

· 스타트업 지원

· 임직원 의식/행동 변화

· 미래세대 육성

· 시민 참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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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동반성장

포스코건설은 건설산업 생태계 강건화를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700개 이상의 협력사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원단’ 활동은 협력사들의

#성과공유

니즈에 따라 안전, R&D, 경영 등 분야별 맞춤형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매년 2회 개최되는 ‘ESG 기술협력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
술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적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적인 성과공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
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기 부여를 위해 우수 성과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신용평가사 이크레더블과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협력사
에 특화된 ESG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재무상태나 사업수행 역량뿐 아니라 협력사들의 ESG 역량 육성에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 중입니다.

저탄소 신소재 도입
포스코건설은 철근 대체재 개발 전문업체인 (주)쎈엔지니어링과 성과 공유 협약을 맺고 철
근 대체 신소재 GFRP(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유리섬유 보강근)를 교량 및
터널 공사에 적용하였습니다.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GFRP 도입으로 일반 철근 대비 70%
이상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가와 안정적인 수급, 시설물 유

신소재 GFRP

지 보수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건설은 인프라사업본부 현장
을 중심으로 GFRP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GFRP 적용 현장

친환경 공법 개발
건설 공사의 어려움 중 하나는 소음 발생입니다. 특히 암파쇄 시공 시에는 상당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주)대동이
엔지와 협력하여 친환경 공법 및 장비를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축 코
어드릴과 진동 리퍼를 이용한 저진동·저소음 암파쇄 신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진동과 소
음을 저감시키며 작업생산성이 2배 이상 높아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저진동 암파쇄 장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대동이엔지 표창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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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스타트업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건설산업도 점차 미래 지향적인 산업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
니다. 포스코건설은 오늘날 글로벌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발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사내벤처로 육성하여 독립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체계적인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도전의식과 아이디어를 가진 직원들의 성장과 독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사업 수행 시 잠재력 있
는 현지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고 사업에 참여시킴으로써 공급망 리스크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자재조달 솔루션 스타트업 ‘공새로’
데이터 기반의 건설 현장 자재조달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공새로’는 2021년 포스코건설 사내벤처
로 출범한 이후 단기간 내에 각종 스타트업 경진대회 수상과 포스텍홀딩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
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며 작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새로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 자재 조달 프로
세스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사, 건자재 속성, 현장의 발주 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기
반으로 공정별 자재 수요 예측, 용도별 패키지 추천, 현장 유형별 맞춤형 건자재 공급사 매칭 등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사전 테스트를 한 결과 현장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원가절
감의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공새로 팀

프로젝트 지역 내 신규 협력사 발굴 및 육성
포스코건설 파나마 메트로 현장은 사업 초기 지역 조사 중 현지 레미콘 시장의 독과점
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우수 중견 레미콘사를 직접 발굴하여,
적극적인 기술 지원과 긴밀한 협력으로 해당 업체를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가격과 안정

파나마 현지 미팅

적인 물량의 시멘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만들고 현지 업체에 기술을 전수하여 가동, 사업 종료 후 설비를 이전키로 확약하는 등
현지 업체와 동반 성장하는 동시에 지역의 산업 생태 강건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장에서 조립 및 제조가 이루어진 콘크리트 부품
파나마 메트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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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탄소중립

G7 기후·환경 장관 회의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꼽았습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기존의 탄소중립 추진에 더하여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보존에 나섰으며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가입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에 착수했습니
다. 주변 환경 변화와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포스코건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생물다양성을 복원하고 보존하
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생벌 보호시설
Bee# 아파트

Bees’ Needs 도시양봉 사업
세계 100대 농작물 중 71%는 벌을 매개로 수분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삶과 밀
접히 관련된 벌은 기후변화로 인해 멸종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은 벌의 번식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활동으로 도시양봉 사업인 ‘비즈니즈(Bee’s
Needs)’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과 송도 센트럴파크에 양봉장
및 야생벌 보호시설인 ‘Bee# 아파트’를 설치하고, 미래세대 꿀벌 체험 교육 프
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UN이 지정한 세계 벌의 날(5월 20일)을 기념
하기 위해 어린이 꿀벌 축제 ‘Happy 벌’s Day’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어린이
들에게 벌의 소중함을 알리고 흥미로운 체험과 축제의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
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꽃비 정원

1현장 1종 보호 챌린지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지 인근의 법정 보호종을 파
악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포스코건설은 이와 같은 최소한의
법적 대응을 넘어 모든 현장이 1종 이상의 동·식물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1현장 1종 보호 챌린지‘를 전개 중입니다. 이에 따라 마라도에 서식하는

동네고양이 급식소

고양이와 철새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재개발 지역 동물 구조 및 보
호, 위기 동물 구조 및 보호 시설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마라도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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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미래세대

2030년 우리나라의 ‘일하는 인구’는 2021년 대비 315만 명 줄어든다고 합니다. 고용난, 주거문제로 인한 청년층의 삶의 질 저하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Life’ 활동은 미래세대의 삶의 질 개선과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점 늘어가고 있는 국내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청년 기능인력 양성 사업
2018년부터 진행 중인 ‘해외 청년 건설기능 인력 양성 사업’은 해외 오지 현장의 인력
난 부족과 지역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상생하는 포스코건설의 대표적
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2021년부터는 KOICA와 연계하여 방글라데시 마타바
리 지역에서 추진 중이며 연간 250여 명의 현지 청년들이 전기, 설비, 용접, 안전 등 초
급 건설 기능 교육을 수료한 뒤 현장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생
활고로 힘들어 하던 청년들은 이제 포스코건설의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 전체의 활성화
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청년 기능인력 양성 사업 교육 현장

외국인 근로자 Care Service
포스코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하루 18,000명에 달하며, 이 중 20%
인 3,600명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포스코건설은 국내 대형 현장을 중심으
로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 의료지원과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검진
과 진료, 처방약을 받을 수 있으며, 법무실 직원들의 재능봉사로 근로 조건 및

외국인 근로자 감성케어 서비스 포스터

국내 정착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음식 문화
축제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심리적 안정
감과 상호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작업 효율은 물론 안전 사고 예방 효과도 거
외국인 근로자 지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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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포스코건설은 건설업 고유의 역량을 활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도시재생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 중입니다. 각각의 활동들이 일회성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

#지역상생

능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지역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도시혁신스쿨
포스코건설 도시혁신스쿨은 전국 7개 대학교와 한국해비타트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도
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부 새뜰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하고 건축, 사회복지 등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진의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
전시켜 낙후된 지역의 효율적 도시재생 방안 마련과 실행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혁신스쿨은 대학생들의 도전의식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과 경험
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1년에는 전주, 부
도시혁신스쿨 결과발표회

산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며 전국 각지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주 밭개마을 맞춤형 쉼터 제작

소멸 위기 지역 용호도 살리기 프로젝트
경상남도 통영 용호도는 100명 내외의 노인 가구만 거주하는 소멸 위기 지역입
니다. 포스코건설은 통영시와 협력하여 사라져 가는 섬 용호도 살리기에 나섰습
니다. 섬 내의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동물 보호 분양시설을 만들고 섬 곳
곳을 고양이를 테마로 한 조형물, 벽화 등으로 꾸몄습니다. 더불어 주민들과 함
께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주민 자립 및 청년층 유입을 위한 아이디어도
지원했습니다. 2022년 9월 개장을 앞둔 용호도 동물 보호소는 벌써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고 BTS의 멤버 정국의 팬클럽이 용호도 내에 ‘정국숲 5호‘를 기
증하기로 합의하면서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호도 폐교 리모델링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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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Green,
Build Smart
산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가 산업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친환경 사업 영역에 집중하는 새로운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영역뿐 아니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포스코건설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을 통해 사업 전 과정을 효율화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과 품질, 수익성 또한 강화할 계획입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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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L A NT

Hydrogen Infrastructure
포스코그룹 수소 사업 비전에 발맞춰 수소 인프라 EPC 기술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인 포스코의 포

포스코그룹은 수소 사업을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

수소연료전지발전

항, 광양 제철소와 해외 최대 규모 일관제철소 브라질 CSP 프로젝

업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Value Chain 역량을 결집하여 수소의

트 등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EPC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인프라 사

생산-저장-유통-활용에 이르는 수소 사업 비전을 제시하였습니

국내 최초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턴키(Turn key) 사업인 ‘엠피씨율촌

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다. 포스코건설은 2021년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

연료전지발전’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사 수소 사업 관
련 기술제안 및 지원을 통해 청정 수소부터 유통 및 활용 설비 EPC

설하고 2030년까지 Captive 기반 Global Hydrogen EPC

까지 관련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Player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소환원제철(POS-HyREX)
수소환원제철이란 전통적 쇳물 생산 방식인 고로(용광로) 공법을 대
체하는 신기술로,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 CO2 배출 없이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경제시대의 핵심 기술입니다. 포스코의 탄
소중립 계획에 발맞춰 그룹사 시너지를 활용한 수소환원제철 생산
기법 및 CCUS(탄소중립 포집 장치), 탄소 중립 브리지 기술 등 친환
경 제철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CSP 일관제철소

엠피씨율촌연료전지발전

포스코그룹 2050 수소 사업 로드맵

2021년

수소환원제철공법 POS-HyREX

50년 500만 톤 생산

유동환원로

DRI

2050년
철광석

7만 톤
부생수소
Capa. 확대

50만 톤
블루수소
조기전환

200만 톤

용강

후공정(연주, 압연)

외부전력(신재생)

500만 톤
그린수소
선도

전기로
수소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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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ech Industrial Plant
제조업부터 식품/제약/바이오, 이차전지 소재,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플랜트를 건설합니다.
이차전지 소재

스마트 물류센터 & 데이터 센터

포스코그룹은 이차전지 소재 생산을 그룹 차원의 신성장 동력으로 설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 수요 확대에 발맞

정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이차전지 소재 프로젝트에서 국내 최초

춰 디지털산업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형 스마트 자동화 물류센터의

로 산업 플랜트 통합 프로젝트 발주방식 IPD(Integrated Project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IDC(Internet Data Center)

Delivery)*에 Pre-Construction 기법을 적용하여 혁신적인 공기

전문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2022년 21만 평 규모의 고양 캐피탈

단축, 시공 단계 변경사항 최소화 등 발주처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랜드 데이터센터를 첫 수주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충족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등 모든 관계사가 하나의 팀을 이
뤄 수평적으로 협업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윤과 리스크를 나누
는 통합 발주체계

포스코케미칼 세종 이차전지 음극재 공장

용인 양지로지스틱스 물류센터

18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고양 캐피탈랜드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IDC) 사업협력 MOU 체결

INTRODUCTION

SUSTAINABLE BUSINESS

ESG VALUE CREATION

ESG FAC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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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공급난 해소 및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수력발전

포스코건설은 삼면이 바다인 국내 환경을 고려하여 해상풍력 사업이

포스코건설은 경남 남해군 등 17개소에 62.5MW 규모의 진양/형진

수력발전소는 친환경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면서 영농, 치수, 용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며 국내 탄소중립 달성에 매우 중요한 역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경북 문경시 등 11개소에도 45MW

원 등의 다목적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인도네시

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세계 최대 해상풍

규모의 은성/광진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아 하상, 람풍, 왐푸 및 라오스 남릭 등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해

력 발전사업 투자자인 오스테드와 협약을 맺고 1.6GW 규모의 인천

국내 육상 태양광 발전의 까다로운 입지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수상

당 지역 전력난을 개선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였

해상풍력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 상업운

태양광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의 내

습니다. 인도네시아 람풍 및 왐푸 발전소의 경우 지분을 투자하여 연

전 개시를 목표로 하며, 상부시설, 하부기초, 인허가 등을 지원할 계

부식성 특수강재 포세이돈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구조체와 부력

간 7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포스코건설의 탄소중립 달성에

획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오스테드와 함께 국내 해상풍력 EPC 강자

체의 설계특허를 확보하였으며 특허 설계를 바탕으로 사용 환경별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상태양광 기본모델을 개발하는 등 수상태양광 분야 입지를 넓히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오스테드 해상풍력사업 MOU

진양/형진 태양광 발전소

인도네시아 람풍 수력발전

포스코건설-오스테드 해상풍력사업 미팅

수상태양광 모델 PoSolar

라오스 남릭1 수력발전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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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Building
친환경 디자인과 혁신적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주거와 사무 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제로에너지 빌딩(ZEB)
포스코건설은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친환경 설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친환경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17
건의 LEED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 준공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는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통해 국내 최초 비주거시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고객과 사회의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자 2030 제로에너지 빌딩 로드맵을 수립하고, 건축물 운영단계 에너지 절감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보된 요소 기술을 집약하여 송도 잭니클라우스 빌라를 ZEB 1등급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란?
단열성능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녹색건축물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ZEB 인증 획득
포스코건설 공동주택 ZEB 로드맵
2023년

2025년

2030년

[ ZEB 5] 선도적 시행

[ZEB 4] 가이드 구축

[ZEB 3] 시범사업

에너지 자립률 20~40%

에너지 자립률 40~60%

에너지 자립률 60~80%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 허브

리모델링 & 모듈러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재활용해 자원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거주환경의 쾌적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친환경적 건축 사업입니다. 이러한 환경 효과에 주
목한 포스코건설은 2014년부터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선제적으로 사업에 진출하여 리모델링
최적화 설계·시공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사업 수주액 4조 원을 돌파했으
며 국내 최초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승인받는 등 도시정비시장에서도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인
정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A&C와 협업을 통해 ‘현장용 모듈러 숙소 표준화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모듈러 주택 공법은 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제작 시공하는 기술로서, 시공기간 단축으로 공사에
따른 미세먼지 및 소음, 탄소배출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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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증축 리모델링 단지 ‘개포 더샵 트리에’

광양 기가타운 모듈러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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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FACT BOOK

A RC HIT E C T U R E

The SHARP Residence
포스코건설의 주거 브랜드 ‘더샵’은 집이 가져야 할 본질적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깊이 고민합니다.

포스코건설은 튼튼함을 기반으로 주거의 본질에 집중하여 고객의 생활에 든든한 안심을 제공하고 프리미엄

스마트홈 AIQ HOME 시스템

주거문화를 선도합니다. 저탄소 시멘트 등 친환경 자재 사용을 늘리고, 자연을 담은 단지조경, 실내 맞춤정원
특화설계 및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환경 친화적인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철강재로 제
음압 기능을 갖춘
각 실 제어 청정환기시스템

작하는 리사이클링 하우스와 태양광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더샵 아파트에 사는 것이 지구환경 보존에
동참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공동주택 스마트홈 시스템인 아이큐텍(AiQ TECH)은 AI 음성인식, 스마트 출입관리,
지능형 영상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를
설치하여 스마트 월패드를 통해 기간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세대 간 에너지 사용량 비교를

다기능
일괄 소등스위치

각방
통합스위치

통해 에너지 저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 청정 환기 시스템, 주차장 전기차 충전 플랫폼 등 친환
경·스마트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Push & Pull
도어락

스마트 월패드
플랫폼 연동 스마트홈 서비스
무선AP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EV 과금형 콘센트)

바이오필릭 테라스: 거실이나 주방과 연결성을 높인 정원으로 자연과 공존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포스코
건설의 자연친화적 설계 평면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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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carbon Transportation
세계 각국에서 도로, 철도, 항만, 교량 등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광역철도

해상교량

최근 세계 주요국가에서 탄소중립 선언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기차의 환경 효과에

포스코건설은 고난도 해상교량 시공기술력을 바탕으로 섬과 도시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

주목하여 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 수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 특히 사장교의 케이블이 동일한 힘을 받게 시공하는 ‘사장교 케이블 균등긴장 기술’은 프랑스, 독일 등

포스코건설은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전 분야에서 풍부한 사업경험과 건설, 관리, 운영에 대한

100%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으나, 포스코의 초고강도 케이블을 활용하여 사장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세대 철도신호시스템,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술을 개발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GTX), 친환경 철도분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접선(당고개~진접) 철도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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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Treatment Facilities
하·폐수처리, 폐기물 에너지화 등 토탈 친환경 솔루션 분야로 자원 선순환과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소각로

하·폐수 처리시설

포스코건설은 엄격한 유럽 환경기준에 맞추어 연간 22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폴란드 최대규모의

포스코건설은 국내 최초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한 ‘안양 새물 공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크라코프 생활폐기물 소각로를 건설하였습니다. 폐기술 소각 시 발생하는 소각열은 전력 11,000kWh를

였습니다. 혐오시설로 기피되던 하수처리장을 지하로 건립하고 상부에 녹지 및 체육시설이 어우러진 공원

생산하는데 활용되며, 지역난방열 35,000kWh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크라코프 소각로의 성공적인 수행

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방수 하

경험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경쟁에서 유럽 컨소시엄을 제치고 바르샤바 폐기물 소각로 사업을 수주

류의 수질 향상은 물론이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여 연 1,971만kWh

해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크라코프 소각로

안양 새물공원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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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ONSTRUCTION

Innovative Construction Technology
스마트 기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실행하여 건축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스마트 컨스트럭션은 DT(Digital Transformation)

Target and Action

를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고 판단하며 BIM, 건설로봇 등의 스
마트 기술로 실행하는 미래 선도형 프로젝트 실행/관리 모델입니다.
포스코건설은 디지털 전환 마스터 플랜 이행을 위해 DT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포스텍 기술연계센터(PLC, POSCO Liaison Center)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스마트 컨스트럭션 적용률 89%*를 달성
하였습니다. 영업, 구매, 사업관리 시 Big Data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사업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예측,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설계 및 시공관리 관점에서 스마트 컨스트럭션을 실현함으로써 낭비
를 없애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현장의 안전, 환경 등 ESG

핵심업무 디지털화
· [영업/구매] 시장 고객 데이터 기반 마켓 인텔리전스 분석 강화
· [견적/설계] 실적 데이터 기반 예측, 추천 기능 강화
· [실행] 사업관리 데이터 기반 원가/공기/품질/ 안전 리스크 대응

데이터 활용 선순환을 위한 관리체계 및 기반 시스템 구축
· 전사 데이터 전담 조직 운영 및 관리체계 수립
· 효율적 데이터 관리를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
· 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한 포털 시스템 구축

지표도 빅데이터화하여 철처히 관리됩니다.

DT 성공적 확산을 위한 디지털 인적 역량 강화

* BIM, Smart Tool, Pre-fab 적용 현장

· 데이터 수집-분석-운영 전 주기에 대한 전문성 확보
· 그룹사 협업을 통한 신기술 및 역량 확보

디지털전환 로드맵

· 뉴칼라 교육과 연계한 디지털 역량 업스킬링 추진

1단계 _Small & Fast Start

2021년

확보 데이터 활용 가능성 검증
변화관리/Sponsorship 확보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

2단계 _데이터 자산화 & 가시화

2022년
스마트건설기업지수(SCCI) 평가

A 등급
건설사 최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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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연관 데이터 자산화
리스크 대응 정보 활용 강화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
분석 역량 고도화

3단계 _AI 기반 대응력 강화

2023년

시장과 협력사 외부 연계 확대
프로젝트 리스크 예측과 대응력 강화
사용자 중심 맞춤업무 환경 제공
전 직원 데이터 분석, 활용 일상화

로봇 활용 원격 데이터 수집
국내 최초로 4족 보행로봇을 도입하여 포천~화도 고속도로 4공구 터널, 신안산
선 복선전철 4공구 터널 유해가스 검출 및 터널 내부 시공 오류, 균열 등의 현장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SUSTAINABLE BUSINESS

INTRODUCTION

ESG VALUE CREATION

ESG FACT BOOK

혁신기술로 스마트 컨스트럭션 선도
포스코건설은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을 다수의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을 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욱 진일보시켜 회사의 업무 방식에 변화와 혁신을 창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견적

마켓 인텔리전스 기반 사업성
예측 모델
사내외 다양한 최신 시장/고객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입지, 상품
기획, 분양가 검토, 사업성/분양성 예측
및 판단을 지원합니다.

견적 자동 검증 Assistant
PJT 구매 실적 자료를 Big-Data화하
여 실적 데이터 기반 견적 정확도를 높
이고 견적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POS-SITE
드론, 3D 스캐너 등을 통해 취득한 현장
의 고정밀 현황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지 정보를 분석하고 설계 및 시공에 활
용합니다.

설계

구매

시공관리

품질/안전

POS-WEB

자재 가격/소요량 예측 분석 모델

POS-VCon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웹 기반의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협업
환경을 제공하고, 설계 데이터, 3D 모델
통합관리 등 리스크 사전검토가 가능
합니다.

최적 구매를 위한 자재 가격 추세 정보
제공 및 입고 실적 기반으로 시공 단계
별 소요량을 산출합니다.

BIM 기반의 가상시공을 구현하여 정확
한 시공계획 수립으로 정밀 시공계획 및
재시공 방지를 지원합니다.

비정형 외장재 공법 개발

창호마감자재 웹모바일 시스템 개발

MCS

사물인터넷 IoT를 활용해 밀폐공간 가
스 모니터링, 근로자 위치파악, 위험물
저장소 관리, 지능형 CCTV 영상 분석,
드론 안전 통제 등으로 현장의 안전을 실
시간 통합 관제합니다.

QR코드와 모바일을 활용한 지능형 적
기 납품 시스템을 개발하여 대상 PL창
호 및 마감 공사 물류관리 프로세스를 최
적화합니다.

건설장비에 GPS+IoT기술을 접목시켜
장비제어를 자동화하고 품질확보와 공
사 기간 단축, 원가절감, 안전사고 예방
등 효율을 극대합니다.

POS-Compli

Pre-fabrication

협력사와 부당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
록 구입사양서 내 부당 특약을 검출하는
AI 시스템입니다.

주요 구조물과 설비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기법으로, 현
장 작업을 최소화합니다. 어린이 승하차
장, 모듈러 전기실 등 공기단축을 통해
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기존의 직선형 부재 접합 방식에서 변
형하여 곡선/곡면/돌출 부재 접합 성능
을 확보한 건축물의 형상이나 돌출 등
으로 인한 바람의 소음과 진동을 대폭
최소화합니다.

프로젝트 수행문서 맞춤 추천 시스템
AI가 회사에 축적된 설계/시공 문서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프로젝트 관
련 문서를 스스로 판단하여 검색하고
추천합니다.

레미콘 운송정보 관리
공급사 및 차량관제사와 협력하여 GPS
출하정보 및 공급차량의 위치를 현황판
이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
고 콘크리트 타설 속도와 물량을 정확하
게 조절합니다.

공동주택 지능형 품질 시스템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PQMS)을 통해
현장 품질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기록하
고 원인요인, 영향요인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사전예방 모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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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Story #1
지역 사회의 발전을 넘어
미래 성장의 교두보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2025년 준공 예정)는 파나마 시티와 수

엑토르 오르테가, Metro de Panama, S. A.(파나마 메트로청) CEO

도 서쪽을 연결하는 총 연장 25km 모노레일 공사로서 완공될 시 주민
들의 교통난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2년에는
추가로 3호선 프로젝트의 일환인 파나마 운하 지하 터널 공사를 수주하
였으며, 운하 밑을 통과하는 최초의 터널을 시공하여 전체 프로젝트 기

파나마 서부 지역에는 약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포스코건설의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 프로젝

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트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동 시간을 50%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는 대중
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역 근처 주차장 건설과 보도 확충 계획 등을 통해 더욱 커질 것 입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메트로 3호선은 전기로 운용되기 때문에 휘발유, 디젤의 소비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2,500만 달러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약 5천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의 경제적인 측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역 근처에는 주거용 건물, 사
업센터 등이 개발되어 파나마 서부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3호선의 연장을 넘어 국내의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노선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포스코건설과 프로젝트 관련 워크숍을 진행하여 지금까지
의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더욱 좋은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나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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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Story #2
지속가능성과 발전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프로젝트
바르샤바 폐기물 소각로 프로젝트(2023년 준공 예정)는 폴란드 최대

브워지미에시 카르핀스키, 바르샤바 폐기물 관리공사 사장/바르샤바시 정무비서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 프로젝트로서 연 3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포스코건설은 2016

포스코건설과 함께한 이번 프로젝트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폴란드 법률에 따른

년 크로코프 소각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

공공조달 절차를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가격을 포함한 시공사의 경험 등 높은 기준을 요구하였으

공부터 운영, 유지관리까지 스마트 기술을 대거 도입하였습니다. 폐기

며, 그 중 핵심은 소각로를 확장하면서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였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소각로 운영 중단 없이 확장

물 소각로 건축과 더불어 현장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 및 친환경 캠페인

이 가능하다는 보장과 포스코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높은 기술 수준, 그리고 폴란드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여 프로젝트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을 근거로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에서는 혼합 폐기물의 활용이 불가능하였으나 프로젝트로 인해 혼합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열
과 전기의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바르샤바 시민들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구축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되
었으며,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자원 순환 모델을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은 소각로를 통해 사회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소통 및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궁
극적으로 기대하는 부가가치는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코건설이 바르샤바 폐기물 소각로를 중심으
로 실시한 교육 활동 및 친환경 캠페인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프로젝트를 활용한 포스코건설의 활동은 단순한 추가
활동을 넘어 하나의 의미 있는 벤치마킹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포스코건설의 환경관련 성과와 가치를 바르샤

홍보관 관람 및 현장 견학 현장

바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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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STRATEGY
ESG 전략 및 추진체계
포스코그룹은 창립 50주년인 2018년, 향후 100년 영속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선포했습니다.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핵심은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이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이 선순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 경영이
념을 실천하기 위해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시민 슬로건 ‘같이 짓는 가치’를 제정하고 경제, 환경, 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방향을 설정하여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UN SDGs)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포스코그룹 경영이념 체계도
경영이념

포스코건설 전략방향
슬로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비전

전략방향
활동영역

BUSINESS

SOCIETY

PEOPLE

Biz 파트너
(협력사·공급사·고객사)

사회공동체·개인
(지역사회·주변이웃)

포스코그룹 임직원

·공
 정·투명·윤리 실천
· 동반성장
·최
 고의 제품·서비스
인재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공정 인사·안정적 노사관계
· 다양성 포용·일과 삶의 균형

실천의식과 배려의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 인재

행동강령

핵심가치

· 사회문제 공감·해결 기여
· 지역사회 발전·환경경영
· 나눔활동 참여

실행

실질
안전

상생

Economic
Value

Social
Value

Environmental
Value

Sustainable Business

Sustainable Community

Sustainable Planet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구현
· 지속가능한 공급망

·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 스마트 컨스트럭션

· 다양성 존중, 포용적 조직문화

· 환경영향 최소화

· 브랜드 가치 제고

· 사회문제 해결 선도

기여범위

실리
윤리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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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이행 현황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영이 큰 화두가 되고 있으나, 포스코건설에게 ESG는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포스코건설은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2010년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18년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도입을 시작으로 2020년 기업시민사무국 설치, 2021년 ESG 섹션을 신설하
여 기업시민으로서의 전략과 추진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인 ESG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내재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및 협력사 ESG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임직원의 노력과 이해관계자분들의 응원 덕분이며, 앞으로도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으로서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2010년 이전
2010
사회공헌 전담조직 신설
2008
상생경영 선포
2003
윤리경영 선포

2010~2017년
2016
국제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2015 인증
2014
국내건설사 최초 정보보호
ISO 27001:2013 인증
2013
가족친화기업 인증
2012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2018~2019년

2020년

2021년

2019. 07
기업시민 헌장 제정

2020. 08
‘기업시민 실천 가이드‘ 제정

2021. 1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 등급

2018. 07
포스코그룹 기업시민 경영이념 선포

2020. 03
기업시민 카운슬 출범

2021. 08
탄소중립협의체 ‘P-GRT’ 1기 출범

2018. 07
국내건설사 최초 국제표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2020. 01
사장 직속부서로 기업시민사무국 신설

2021. 07
2050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 전략 발표
2021. 07
건설사 최초 협력사 ESG 평가모델 개발
2021. 03
ESG 채권 발행(1,400억 원)
2021. 01
기업시민사무국 내 ESG 섹션 신설,
사회공헌그룹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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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거버넌스

임직원 교육 및 포상

Best Practice 확산

포스코건설은 전사 차원에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내재화하고 실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 및 ESG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제고하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의 가치 및 ESG 실천을 통한 성과들을 Best

천력을 강화하고자 사장 직속으로 기업시민사무국을 운영하고 있

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입

Parctice로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

습니다. 기업시민사무국은 기업시민·ESG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사원 교육, 건설경영아카데미, PM 양성 등 주요 교육 과정에 기업

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협업하여 우수 실천 사례에 대한

임직원 대상 ESG 교육, 사회공헌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시민/ESG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매월 발간하는 ‘기업시민 NOW’

상세 분석과 함께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도출한 학술 논문에 참여하

있습니다. 기업시민 카운슬은 기업시민, ESG 관련 중대 이슈 협의

를 통해 ESG 트렌드와 회사의 성과를 공유합니다. ‘도전 기업시민

였으며 ‘건설산업과 ESG’를 주제로 건설산업 전문 저널에 기고하였

및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로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사장 이하

끝판왕’ 퀴즈대회, 기업시민 실천사례 공모전 등 임직원이 쉽게 공

습니다. 나아가 해외 고객사, 다국적 개발은행 및 국내 건설사들이

전 임원과 ESG 및 건설산업 외부 전문가 3인이 자문 위원으로 참

감하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

참여하는 GICC(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

여합니다. 주요한 ESG 이슈와 연간 ESG 성과 및 계획은 이사회를

러 업무와 연계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ence)에서 포스코건설의 ESG 추진현황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는

통해 보고됩니다.

서는 연 2회 포상을 실시하여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

등 Best Practice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 있습니다.
이사회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

연간 ESG 성과
및 계획보고

심의/피드백

기업시민사무국

ESG 섹션

기업시민
Council

사회공헌그룹

임원 ESG 실천과제 수행
포스코건설은 경영층부터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현장 기업시민 실천가이드 발간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과정에서 글로벌 우수사례

포스코건설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기업시민 경영이념에 공감하고

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ESG 전 영역에 걸쳐 국제 기준에 부합하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기업시민 실천가이드’를 발간하였

는 신뢰도 있는 공시를 위해 TCFD, TNFD를 포함한 다양한 글로

습니다. 가이드에는 ‘열린 현장‘, ‘안전한 현장’, ‘듬직한 현장’, ‘친환경

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UN Global Compact에 가

현장’의 4가지 테마로 건설현장의 변화 방향성을 제시하고 ESG 성

입하여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및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4대 분야 10대 원칙 준수에 앞장서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
업의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기후변화 목표관리 및 공
시를 위해 CDP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임원이 각각의 업무와 연계된 ESG 실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친환경 기술 및 협력사와의 상생 등 기업시민·
ESG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제로 2021년 총 30건의 과제를 완수하
였습니다. 과제 수행 결과는 각 임원 KPI에 20% 반영하여 성과관
리와 연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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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중점 추진 영역 및 대응현황
포스코건설은 ESG 추진 모토를 ‘Beyond Compliance’로 설정하였습니다. ESG 중요이슈에 대해 종전의 법규 준수나 기존 대응 수준을 뛰어 넘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ESG 중점 추진 영역을 설정하고 이와 연관된 중장기 정량 목표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분

중점 추진 영역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경영목표

· ‘2050 탄소중립’ 실현
· 생물 다양성 보존

· 친환경 포트폴리오 강화
친환경 비즈니스

주요 KPI 항목

· 온실가스 배출량
· 건설 폐기물 재활용률
· 생물다양성 관련 집행금액*/동물 보호주거 지원개수
· 친환경/성장사업 수주**
· Green Financing (지속가능금융) 조달 비율

2021 성과

2024 목표

달성현황

SDGs 이행

43,146 톤

44,928톤

100%

99.9%

99.9%

100%

53백만 원/52개소

2억 원/100개소

40%

13,274억 원

26,000억 원

60%

40%

50%

80%

· 안전해서 행복한 일터

· 사망자 수

1명

0명

0%

·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만족 실현

· 고객만족도(한국품질만족 지수 (KS-QEI)) 순위

1위

1위

100%

20건

25건

80%

1,179억 원

3,200억 원

60%

35.2%

100%

40%

11.9시간

16시간

80%

· 해외 청년층 건설기능인력 양성 누적 인원

510명

900명

60%

· 임직원 다양성 (장애인 고용률)

3.3%

3.1%+α

100%

· 핵심전문기술인재 양성

55명

70명+α

80%

· 사업심의 ESG 검토 사업 비중

100%

100%

100%

17,934시간
AA 등급

18,000시간
AA 등급

80%

안전보건

고객만족

· 성과공유협약 체결 건수
·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한 동반성장 · 친환경 구매금액
· ESG 평가 협력사 비율

동반성장

· 사회문제 해결 선도
지역사회

· 글로벌 모범시민 양성
임직원

· ESG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 임직원 인당 봉사활동 시간

리스크 관리

· 공정거래 문화 정착
비즈니스 윤리

· 공정거래 및 윤리 관련 임직원 교육시간
·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

*현장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집행 금액은 제외 **LNG/가스발전, 신재생, 수소, 이차전지, 물류/데이터센터, 수처리/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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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및 소통
포스코건설은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고 받는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 ‘지역사회’, ‘환경’으로 6대 이해관계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해관계자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소통을 위한 맞춤형 채널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이해관계자 지속가능경영 인식도
포스코건설은 매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스코건설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지속가능경영 인식도를 포함하여, E(환경),S(사회),G
(지배구조) 영역별 인식도를 파악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작년 대비 지속가능경영 인식도 점수가 전체적

직원

협력사

고객

으로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건설은 이해관계자에게 인정받는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노경협의회(분기 1회)

· 동반성장지원단

·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연 1회)

· GWP 조사(연 1회)

· 협력사 고충처리 센터 운영

· 샤피스트 주부자문단 운영

· 영보드 활동, 사내게시판 등

· 협력사 현장직원 간담회

· 홈페이지 운영

· 현장 근로자 소리함

· 공식 SNS
· 공식 유튜브 채널

지속가능경영 인식 수준

(단위 : 점, 5점 만점)
2020년 4.22

“포스코건설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외부

투자자
· 그룹사 차원 기업설명회
(분기 1회)
· 전자공시
· 신용평가 대응 등

지역사회
·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 운영
· 현장 단위 이해관계자 소통
전담인력 운영
· 지역사회 개방형 사회공헌
플랫폼(해피빌더스)

환경
· P-GRT(POSCO E&C
Green Round Table)
(이해관계자 탄소중립협의체)

Q
Q

4.29

4.32
4.20
4.36

내부

지속가능경영 부문별 인식도

Q

4.10

(단위 : 점, 5점 만점)

[E: 환경]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기술 개발, 폐기물 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 및 친환경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4.28

외부

4.17

내부

4.32

[S:사회] 지역사회, 임직원, 협력사, 고객, 주주 등 이해관
계자와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적극적으
로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4.26

외부

4.11

내부

4.31

[G:지배구조] 임원진과 조직 전반이 책임감 있고 투명하
게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4.19

외부

4.10

내부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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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목소리는 포스코건설이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정모 관장
국립과천과학관

김태한 연구원
KOSIF

6,000만 년 전 공룡 멸종의 배후에는 인도 데칸고원의 화산 분출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화산이
터지고 멸종이 시작되었지만 생물의 양, 즉 수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핵심은 생물의 종수가 줄었다는 것으로 1,000종이 1억

전세계 7,000개 이상의 기업이 UN에서 추진하는 Race to Zero 캠페인을 통해

마리 살고 있다가 100종이 1억 마리가 되니 생태계가 불안정해지고, 여기에 운석이 멸종의 ‘마지막 한방’이 된 것이죠. 이는 현재에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의 양은 그대로이지만 종의 수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지구에 ‘마지막 한방’이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고객의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Scope 3 배출량을 포함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건설기업들은

기업은 사회 속에 있으며, 사회는 생태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생존과 발전은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지며, 종의 다양성이

제로에너지빌딩을 넘어, 자재의 생산 및 건설과정을 포함한 건축물의 생애 전

줄어드는 것은 생태계를 포함하여 기업에게도 치명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천과학관에서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이슈에 대한 경각

과정에서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포스코건설의

심을 주고, 이 현상이 환경을 넘어 사회의 문제라는 시각 확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50 Carbon Negative 전략의 방향성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천과학관에서는 곤충생태관에서 살아있는 꿀벌을 전시해 오다가 이번 포스코건설의 제안에 따라 과학관 뜰에 양봉장을

건설에서 사용되는 철근이나 시멘트 등은 특히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포스코건설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인 ‘도시 양봉’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존에 대한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자재입니다. 자재의 탄소발자국 DB를 수립하고 친환경/저탄소 구매시스템을

포스코건설의 제안으로 설치된 과천과학관 뜰의 양봉장 ‘꽃비마을’은 꿀벌을 보존함과 동시에, 안전 장비를 갖춘 관람객들이 양봉장

도입하는 것은 공급망 기업에도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들리

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꿀벌을 관찰하는 경험의 기회를 미래세대에게 제공합니다. 나아가 꽃비마을에서는 4월~7월 주말에

지 않고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포스코건설의 탄소중립정책은 기업의

성인을 대상으로 꿀벌에 대한 관심과 멸종위기에 따른 식량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양봉’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기업

향후 활동에 있어 포스코건설에게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1, 2년의 단기간이 아닌 다음 세대가 ‘도시양봉’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기나긴 여정입니다. 포스코건설이 국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포스코건설의 ‘도시 양봉’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며, 여기서 더욱 다양한 방향과 높은 수준

건설산업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하기를

으로 협력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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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son Lee 대표
JLP International Inc.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의 고객, 즉 미래세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건설의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인 원앤원 활동은, 청소년 꿈나무 장학금 지원 등 장기적인 관

저는 포스코건설에서 추진하는 ESG 활동이 업계의 평균보다 몇 년 앞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업계에서

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 현장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는 ESG 경영에 소극적이고, 사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은 드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건설

책무 이행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안정적인 동행으로 자리매김되어 기업, 지역사회, 공공의 협력체제로 지역

사가 실행하고 있는 내용에는 사회기여, 윤리,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는 많지만, 시공이나 디자인에 대한 선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수범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예측 불가능한

제적인 노력에는 아직 미미함이 보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초기에서부터 디자인을 포함한 시공전반에 걸쳐

지원 요구가 늘 존재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유기체와 같아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원해야 할 사업이

ESG를 고려하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의 안정적인 지원과 일부 현장상황에 따라 지원하는 긴급지원이
병행될 때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지역사회 상생”을 이루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건축설계사의 트렌드는 친환경 건물 분야로서, 다수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여 업계에서
의 차별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공사도 “친환경 건물은

저는 포스코건설에게 미래세대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제안합니다. 포스코건설이 탄소중립

우리가 최고로 잘 만든다.”라는 브랜드 구축이 필요합니다. 포스코건설이 현재 초고층 빌딩 건축이나 ESG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는 것은 미래를 살아갈 세대에게 기성세대가 할 수

경영의 선두로 알려져 있는 만큼 회사전체의 경영과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에 초점을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대가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미래

맞추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처음부터 친환경 건물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디자인과 시공을 동시에 고려하고

세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지하게 하는 일 입니다. 비단 환경의 문제만이 아닌 꿈, 미래, 삶 전반에 걸친

도급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지라도 건물의 사용과 운영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같은 환경에 미치는

자기주도적인 마음의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속적인 활동을

부정적 영향을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렇듯 건축 프로젝트 전체 사이클에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시한다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미래세대를 마주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가능한 요소를 찾아내서 그 중에서 포스코건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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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과 인권에 대한 논의는 매우 깊어졌으며, 법제화 흐름은
ESG 경영이 고도화될수록 기업 내 핵심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차원에서 기업의 ESG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지배구조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이사회에서 안전 및 사회공헌 등 ESG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 내
다양한 ESG 이슈를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의사
결정 시스템의 개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다양성(Diversity)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성별, 인종 등 여러 관점에서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경영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기업에 인권존중책임을 점차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EU에서는
공급망에서 인권을 포함한 ESG 실사 의무화를 도입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 등의 Social
이슈가 더욱 부각됨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안전보건, 젠더를 포함한 DE&I(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증진, 인권
실사 및 구제절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의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ESG 내재화를 위한 이사회 다양성 및 거버넌스 구축, 여성 관리자 및 임원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권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ESG 현안으로 대두되는 추세이므로, 내부 조직 문화 및
협력사, 파트너까지 잠재적, 실제적 인권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고충처리 매커니즘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포스코건설도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인권존중은 ESG 경영의 토대이자 지향점입니다. 더욱 포용적이며, 안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고, 고객과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ESG 활동이 그린워싱으로 평가절하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ESG 활동을 이행하고

통해 신뢰성과 접근성이 높은 공시 데이터를 관리하고, 포스코건설의 ESG 노력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있는데 이러한 활동이 시장에서 워싱의 형태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활동에 대한 ‘진정성’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아가 친환경 건설,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의 거주 문화까지 선도해 나간다면, 국제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ESG 경영에 대한 전 임직원의 공감대 형성과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이 확립

사회 기업시민으로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달성에 기여하고 고객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되도록 포스코건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권친화적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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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 평가 결과
포스코건설은 매년 중요성 분석을 실시하여,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경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23개의
이슈를 도출하여 이해관계자의 인식도와 영향도를 중심으로 포스코건설의 대응 활동과 그에 따른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2021 중요성 평가 결과
100.0

기업 현황분석 및 환경분석(미디어, 벤치마킹, 국제 표준)을 실시하여 이슈 리스트를 파악하고 이를 ESG
국제 표준 및 평가를 중심으로 23개의 이슈풀을 구성하였습니다.

90.0

Economic (4)

Environmental (6)

Social (6)

Governance (7)

· 미래유망사업 발굴

· 기후변화

· 사업장 안전

· 이사회

· 혁신기술

· 폐기물

· 사회공헌

· 리스크 관리

· 원가경쟁력 제고 및
수익성 향상

· 용수

· 노사관계

· 윤리/반부패

· 생물다양성 보존

· 인적자원

· 정보보안

· 글로벌 사업 강화

· 대기오염

· 고객만족

· 이해관계자 참여

· 환경법규

· 지속가능한 공급망

· 공정거래
· 인권보호

■

Risk Impact 》

[1단계] Issue Pool 구성

■

리스크 발생가능성 분석

리스크 영향력 분석

있는 이슈를 분석하여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파악합니다.

기업 Valuation에 미칠 수 있는 이슈 및 상대평가 요인을
분석하여 리스크 영향력을 파악합니다.

- 언론 리스크, 내부 대응도, 이해관계자 인식도 분석 실시

- ESG 국제 표준, 동종업계, 이해관계자 인식도 분석 실시

기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에서 요구하거나 발생할 수

기후변화
■

폐기물

80.0

70.0

■

지속가능한 공급망
■

■

인적자원
■

60.0
■

50.0
■

[2단계] 이슈 발생가능성/영향력 분석

사업장 안전

인권보호

■

■

30.0
■
■

■

미
 래유망사업 발굴

이사회

■

생물다양성 보존
■

사회공헌

■

용수
■

글로벌 사업 강화

리스크 관리

■ 노사관계
공정거래

정보보안
■

10.0

■

윤리/반부패

40.0

20.0

고객만족

대기오염
■ 혁신기술
■ 원
 가 경쟁력 제고 및
환경법규
수익성 향상

이해관계자 참여

[3단계] 중요 이슈 선정
각 이슈의 리스크 발생가능성(X축)과 영향력(Y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이슈 매트릭스를 도출
하여 각 영역별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Risk Likelihood 》
0.0
0.0

10.0

20.0

Low _중장기대응영역

30.0

40.0

50.0

Middle _전략적대응영역

60.0

70.0

80.0

90.0

100.0

High _핵심대응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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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중요 이슈
2021년 중요성 분석 결과, 이슈의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의 측면에서 총 10개의 중요 이슈가 도출되었습니다. ‘사업장 안전‘ 이슈가 2년 연속 최우선 핵심 이슈로 도출되었으며, 최근 기업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는 ‘기후변화’ 이슈가 2020년도 대비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 도출되었습니다. ‘미래유망사업 발굴’과 같은 경제분야 이슈들이 다수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 파악되었으며 이외에도 ‘폐기물’, ‘대기
오염’, ‘환경법규’ 등 현장 환경 관리와 밀접한 이슈들이 중요 이슈로 2년 연속 도출되었습니다.
ESG 중요 이슈

리스크 발생가능성

리스크 영향도

사업장 안전

기후변화

원가 경쟁력 제고
및 수익성 향상

포스코건설 대응

보고페이지

· 중대재해처벌법 실시로 인한 현장 안전 관리의 사회적 관심 증가
·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ZERO 달성을 통한 이해관계자 신뢰 강화

· 안전경영조직 상향 편제 및 CSO 선임
· 위험 드러내기 특별기간 운영

지역주민, 임직원,
협력사, 정부·투자자

·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및 법적 규제 강화
· 관련 기술 확보 및 개발에 대한 경쟁 심화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시나리오/로드맵 수립
· 온실가스 저감 활동

43

· 발생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폐기물 활용 신기술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폐기물 종합 관리 프로세스 수립
· 폐기물 발생 저감 활동

51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난에 따른 수익 하락
· 신기술 적용을 통한 수익 향상 및 경쟁력 확보

· 해외 현지 신규 업체 발굴로 상생 추구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증대

12, 24

· 미래유망사업 발굴을 위한 인재 확보, 투자 비용 증대 등
기업부담 증가
· 유망사업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사업 범위 확대

· 체계적인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
· 신재생 에너지,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신성장 사업 확대

12, 20

·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경 건축 실현 및 시공 효율성 증대
·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인재 확보의 어려움 및 경쟁 심화

·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 현장 적용
· 기술협력 공모전 및 성과공유제 운영

25, 72

협력사, 정부·투자자

협력사, 임직원,
정부·투자자

미래유망사업 발굴

이해관계자가 바라본 리스크 & 기회 요인

협력사, 임직원

지역주민, 협력사,
임직원

폐기물

56, 60

혁신기술

임직원, 협력사,
지역주민,정부·투자자

대기오염

협력사, 정부·투자자

· 신기술 적용을 통한 비산먼지 없는 친환경 건축 현장 실현

· 자연분해 비산먼지 저감제 연구개발

50

환경법규

임직원, 정부·투자자

·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 친환경기획그룹 신설 등 현장 관리 강화
· 현장 전담 환경관리자 배치 확대

48

인적자원

임직원

·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 간 경쟁 심화

· 핵심 기술인재 Master Plan 시행
· 핵심 인재 육성 위한 교육체계 강화

75, 76

고객만족

지역주민, 정부·투자자

· 품질 저하로 인한 고객만족도 하락에 따른 기업 이미지 하락

· 현장 품질관리 고도화
· 중대 하자 신속 대응 프로세스 강화

65, 66

· 리스크 발생가능성 및 영향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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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중요성 평가 결과

기후변화

UN SDGs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전지구적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2050
7.2 전 세계 에너지원 구성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대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주요 투자 그룹과 고객사들도 탄소중립 이행을 선언하고 투자기업과 공급업체에 적극적인

13.1 기후 관련 위험과 자연재해
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포스코건설은 기후변화 위기와 대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건설업계 최초로 2050년 100% 이상의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

리스크 발생가능성

리스크 영향력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는 ‘2050 Carbon Negative’ 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리스크 관리, 정량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플랜트, 인프라, 건축 등 기존 사업 분야에서의 자발적 감축,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한 저탄소 포트폴리오 확대,
Supply Chain 변화를 통해 건설업 생태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포스코건설은 TCFD 권고안에 기반하여 2050 Carbon Negative 실현을 위해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 잠재적 재무 영향을 파악하여 비즈니스 전략에 반영하고, 리스크
관리 및 목표 수립과 지표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overnance
포스코건설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거버넌스 체

이사회

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21년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하여 사내 전 분야의 담당자로 구성된 탄

주요 성과 및 계획 보고
(연간 1회 이상 정기적)

소중립 Task Force 팀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방향성을 검토하고 주요 과제 발굴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한 대응 전략과 이행계획은 포스코건설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보고하여 기후변화 관련 이사회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 전사 대응 전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성과공유

기업시민
Council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후변화 대응 전담조직
ESG 섹션

기후변화 대응 자문

아울러 탄소중립 협의체(P-GRT)를 운영하여 다양한 실행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기업시민 카운슬을 통해 탄소중립 전략 및 주요 성과에 대해 논의하여 전략과제 이행

심의/피드백

탄소중립 협의회
(P-GRT)

실행 아이디어 발굴

탄소중립 TF 및 Working Group
수주/기획 및 구매
· 전략/목표와 수주연계
· 저탄소 비즈니스 및 녹색금융
· 친환경/저탄소 자재 구매
· 협력사 환경경영 지원

시공 및 운영
· 현장 탄소저감활동
· 협력사 배출량 관리 및 지원
· 사옥 에너지 절감

R&D 및 설계
·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설계
· 자원순환형 자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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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포스코건설은 기후변화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및 기회 요인이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요인별 발생가
능성과 재무적 영향에 따라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2050 Carbon Negative’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나리오 분석
리스크/기회 분석기준

01

국내외 정책/ 및 건설사 동향

02

비즈니스 및 포트폴리오 영향도

03

Value Chain 영향도

04

발생가능성(단기, 중·장기)

05

재무 및 비재무적 영향도

06

국내외 시나리오 활용

리스크 평가

리스크 경감 방안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배출권거래제 편입으로
배출권 구매 비용 발생

온실가스 감축활동 +
배출권 연계 사업 추진

공급망
탄소중립

저탄소 기술개발 및 친환경
인증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

공급사 원가경쟁력
확보가능 기술 공동개발

HIGH

저탄소 Biz
관련 기술개발

저탄소 기술전환을 위한
연구비 증가

개발 기술 조기 상용화를
통한 신규 수익 창출

MID

이상기후
현상 증가

작업효율 저하, 피해
복구에 따른 간접비용 증가

사업별 기후변화 리스크
사전평가 및 대응

HIGH

기회 평가

-전
 환: IRENA 및 IEA의 전망 보고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 물
 리: SSP1-2.6(저탄소 시나리오), SSP5-8.5
(고탄소 시나리오)

재무 영향
MID

기회 실현 방안

저탄소 Biz
전환 가속화

ZEB, 신재생 등 저탄소
Biz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

친환경 사업 투자 및
녹색 금융 확대

자원 효율성
증가

저탄소에너지 전환을 통한
운영비 절감

본부별 에너지 감축분
KPI 반영

재무 영향
HIGH
MID

2050 Carbon Negative 전략
선제적 탄소 감축과 低탄소 Biz 확대로 건설분야 탄소중립 선도

Vision

목표

실행전략

2050년 ‘Carbon Negative’ 실현 (Milestone: 2020년 배출량 기준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 이상 감축)

Value Chain 탄소 감축
· 건설 전 과정 저탄소화
- 현장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 활동 실시
- 재생에너지 사용 및 사업 확대
-협
 력사/공급사/고객 배출량 관리 및 감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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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포트폴리오 강화
· 지속가능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 주도
- 탄소중립 사업 확대(신재생, 수소 등)
- 녹색건축시장 선점
- 물관리/폐자원 사업 강화
- 신규사업 ESG Taxonomy 도입

탄소경영체계 구축
· 기후변화 위기·기회 관리 강화
-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고도화
- 기후변화 관련 이사회 보고체계 강화
- 사업 기후변화 영향평가 실시
-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CDP, TCF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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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이행 Road Map

온실가스 감축활동

포스코건설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추진 가능성, 감축 잠재력, 비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현장, 차량,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을

감축 아이템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등 저탄소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R&D 연구과제와 연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설계 단계부터 BIM기반

계하여 전 과정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량 및 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적용하고, 구매
단계에서는 저탄소/친환경 자재를 확대하고 협력사와 기술을 협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

(단위: 천 tCO2eq)

에서는 OSC(Off-Site Construction)의 적용 확대, 현장 사무실

47.8

①
현장 저전력
시스템 도입

하여 자원순환형 자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과정

②
저탄소
공법전환

LED 교체 등 감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③
저탄소
차량 전환

④
태양광
자가발전

차량 부문에서는 본사 업무 차량을 13대 감축하고 저탄소 차량인 하
⑤
스마트
건설장비 도입

⑥
재생에너지
사업확대

사업장 내부

⑦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2020년 대비
30% 감축

37.5

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였으며, 15대의 CNG 통근버스를 도입하
Carbon
Negative
달성

고 공회전 운영을 금지하였습니다. 사옥 내 에너지 절감 방안으로 냉
난방 적정온도 기준 준수 및 야간 소등 시간 단축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외부

2020년
배출량

2030년
목표 배출량

2050년

① 현장 저전력 시스템 도입 : 크레인, 리프트 등 주요 건설 장비 및 설비 에너지 효율 향상 ⑤ 스마트 건설장비 도입 : 토공장비 MCS(Machine Control System) 도입,
② 저탄소 공법전환 : OSC(Off-Site Construction) 기술(모듈러, Pre-fab, PC 등),
3D 스캐닝 활용 확대 등
저에너지 공법 확대
⑥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사업 투자 확대 및 PPA 전력 공급계약 체결
③ 저탄소 차량 전환 :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전환
⑦ 탄소배출권확보 사업 : SDM(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체계에서
④ 태양광 자가발전 : 현장 사무실/건물 외부 태양광 패널 설치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해외 사업 진출 확대

온실가스 감축 시범 현장 및 가이드라인 운영
현장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 항목 발굴을 위해 본부별 착공
현장과 공종, 현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시범 현장 18
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현장 내 탄소배출을
감축하였으며, 감축 실적을 매월 집계하여 취합된 데이터를 바탕
으로 현장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 참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 이행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
하여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TCFD 지
지를 선언하였으며, UNGC에서 주관하는 CAA(Climate Ambition Accelerator)
프로그램 참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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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모듈러 직원 숙소 도입

임직원 출장용 친환경 공유차 도입

국산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친환경 근무복 도입

포스코건설의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 현장은 화태도와 백야도를

임직원 출장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국 500여대의 공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에 기여하기 위해 국산 폐페트병 재생 섬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출·퇴근이 어

유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쏘카’

유로 만든 친환경 근무복을 도입하고자 형지 엘리트(근무복 제작 및

려운 오지에서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을 위해 국내 최초로

와 업무 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포스코건설의 주요

공급), 티케이케미칼(국산 재활용 섬유 생산과 공급)과 업무협약을

20개 동의 단지형 모듈러 직원 숙소를 건립하였습니다. 모듈러 숙

사업장인 포항 KTX역, 송도 사옥, 여의도 파크원에 쏘카를 배치하

체결하였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모으기 & 업사이

소 건립은 기존 가설 숙소나 컨테이너 대비 다소 높은 비용이 발생

여 임직원 출장 시 쏘카 사용을 통해 직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클링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근무복 총 7,000여 벌을 제작하고, 현

하나, 화재, 추위 등 안전 및 거주 상의 불편함과 시공과 철거 시 발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장 현황을 분석해 주요 출

장에 공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 페트병(500ml) 약 7만 5천개

생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동을 통해 추후

장지에 공유 전기차 배치를 확대하여, 국내 출장 시 차량이용으로 인

를 재활용하고 폐트병을 폐기, 소각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4.5

타 지역의 건설현장에서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

한 탄소배출량(연간 약 500톤)을 매년 감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톤을 줄였습니다.

다. 해당 모듈러 직원 숙소에서는 피트니스룸, 세탁실 등 공용편의
시설을 갖추어 직원들의 거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포
스코건설은 2022년 인천 제 3 연륙교 현장에도 모듈러 숙소를 추
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투명 페트병 모으기 캠페인

여수 화태-백야 현장 모듈러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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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Metrics and Targets

포스코건설은 경영 활동 전 과정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고려될 수

포스코건설은 2050 Carbon Negative 전략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Scope 1, 2의 배출량뿐만 아니라 Scope 3의

있도록 기후변화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량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Value Chain 상의 탄소 감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 자재, 건물 운영 단계를 포함한 전
과정의 배출량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2022년 8월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01
02

Scope 1,2

이슈파악 및 리스크/기회 분석
· 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정책 및 동종사 동향 분석
·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기회 분석
· 발주처 및 협력사 영향 분석

배출량 현황(2019~2021년)
Scope 1

· 단기/중·장기 영향 분석(사업, 포트폴리오 등)
·내
 부 전문가 평가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수렴
· 신규사업 ESG 평가

현장·건물 절감 △38%, 재생에너지 사업 활용 △72%를 단계적으로 추진

Scope 2

46,903

재무/비재무 영향분석

감축목표

47,882

(단위: tCO2eq)

(단위: tCO2eq)

47,882

43,146

30% 감축
39,386

41,682

36,586

60% 감축

03

대응방안 수립
7,517

·리
 스크 제거 및 기회요인 사업연계 방안 수립
(투자지출 또는 재원확보)
· 기후변화 리스크/기회 관리 목표 및 성과지표 선정

2019년

6,200

6,560

2020년

2021년

2020년

2030년

2040년

Carbon
Negative
달성

2050년

Scope 3*

04

실행 및 모니터링
· 이행성과 모니터링
·결
 과 분석을 통한 내부 평가 및 보완책 마련
· 내부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05

주요성과 이사회 보고
· 이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성과 및 이슈 보고

06

전략 수립 및 외부평가
· 단기/중·장기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3년 단위 개정)
· TCFD 기반 정보 공개 및 CDP 평가

리스크/기회 식별 및 평가

관리 및 대응

모니터링, 보고 및 평가

배출량 현황(2021년)

감축활동
(단위: tCO2eq)

건설자재

906,614

시공 협력사
(건설장비)
자본재

169,269

Scope3 관리항목

공급망관리
(자재 공급사)

172

레미콘 운송

15,642

폐기물 처리

14,912

국내외 출장

877

임직원 통근
(통근버스)

534

감축활동

· 저탄소 인증 자재 발굴 강화 및 구매 확대
(입찰/계약시 우대)
· ESG 평가체계 통한 친환경 구매 프로세스 운영

시공협력사

· 건설현장 협력사 온실가스 배출량(건설장비,
에너지 등) 관리강화

폐기물

·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자원순환 자재사용 확대

임직원 출퇴근·출장

· CNG 버스 도입
· 하이브리드/전기 차량 도입 확대

*Scope 3 배출량은 향후 데이터 관리 고도화를 통해 관리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세부 감축목표를 수립할 예정임.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45

INTRODUCTION

SUSTAINABLE BUSINESS

POSCO E&C Green Round Table

ESG VALUE CREATION

ESG FACT BOOK

P-GRT 이해관계자 인터뷰

포스코건설은 2050 Carbon Negative 실행 방안의 구체화 및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직원과 일반시민, 외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
여하는 탄소중립협의체인 POSCO E&C Green Round Table
(P-GRT)를 발족하였습니다. P-GRT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공
감과 참여를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

조수현 님 샤피스트

오기출 상임이사 푸른 아시아

디어를 발굴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들은 현업 부서와 협의해서 보
다 구체화하여 실행과 연계합니다.

구성

직원 10명
이해관계자 9명(협력사, 샤피스트,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 자문단 4명(CDP, 대한건설협회 등)

활동 기간

2021년 9월~12월

발굴 아이디어

탄소중립 테마 가든 도입 등 총 58건

· 건설현장 에너지
감축
·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

건물 분과
·송
 도사옥 등 건물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 개선
· 임직원 행동 개선

Q1. 글로벌 기업들 및 건설산업의 탄소중립 현황은 어떠 한가요?

SNS 서비스 중 하나인 추억 리마인더를 통해 ‘몇 해 전 오늘’의 사진들을

지난 5월 자산규모 8.5조 달러(1경 원)에 해당하는 50대 대규모 기업들

보다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의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쉽게 느낄

과 미국, 일본, 인도, 영국 등이 참여하여 지구촌 온실가스 30%에 책임이

수 있습니다. 또 몇 년 후에는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 알

있는 중공업 수송산업 등의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선구자동맹(The First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기후변화의 또 다른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기후변

Movers Coalition)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공급업체들에게

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및 의식이 변화함에 따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시

탈탄소 제품 조달을 요구하고, 청정기술시장 및 녹색금융을 주도하는 것

스템이 마련되어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에 있으며, 해당 50대 기업의 한국 공급망 기업들은 활동에 포함되며 한국
정부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선구자동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활동 영역

현장 분과

Q1. 기후변화의 심각성, 실생활에서도 느껴질까요?

Q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포스코건설 환경경영 활동은 어떠셨나요?

고객 분과
· 신규 및 기축
아파트 에너지 절감
및 탄소감축 방안

한편 건설업에서는 2030년까지 탈탄소를 위한 전세계 투자 규모 중

2021년 P-GRT에 고객 입장으로 참여하면서 포스코건설의 기후변화대

80% 가량이 그린빌딩에 집중될 것이라는 국제금융공사(IFC)의 발표에

응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P-GRT는 세미나 형식을 통해 공감과 참여

따라 그린빌딩 규제가 강화되고, 건물에 소비되는 에너지 형태 전환 및 공

를 유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

급망의 온실가스 감축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는 장이자, 기업과 고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였습
니다. 더불어 샤피스트로서 실생활과 밀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개

Q2. 포스코건설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는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인적인 보람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신뢰를

포스코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큰 과제는 임

모두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과 ESG 활동을 비재무
영역이 아닌 재무적 영역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업무와 연결할 때 더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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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고객이 바라는 포스코건설 환경경영의 방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의 관심과 활동분야

눈 앞의 편의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주거문화를 선

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며, 향후 국제사회의 기후대응과

도하길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고객에게 쉽게 다가

청정기술을 선도하는 ‘선구자동맹(the First Movers Coalition)’에 한

갈 수 있는 주거공간 안에서 제시하고, 그래서 포스코건설을 이용하는 것

국이 가입할 때를 대비하여 보다 치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입주민의 자긍심과 브

또한 건설은 토지와 땅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토양의 온실가스 발생 원인

랜드 가치가 동반 상승할 것 입니다. 더불어 포스코건설의 다양한 활동을

이 됩니다. 따라서 땅을 살려 지속가능한 토지로 만드는 활동에 연구와 투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탄소중립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자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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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FACT BOOK

환경경영 이행
중요성 평가 결과

UN SDGs
6.4 지속가능한 담수의
취수와 공급을 보장

폐기물

대기오염

환경법규

건설산업은 공사 수행 과정에서 다량의 폐기물 발생, 대기 및 토양오염, 소음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전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리스
크를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ISO 14001 환경관리시스템 인증을 기반으로 경영 활동 전 과정에 친환경 관리 체

12.5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축

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 비산먼지 저
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발생가능성

리스크 발생가능성

리스크 발생가능성

14.2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 및 보호

리스크 영향력

리스크 영향력

리스크 영향력

15.4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호

감제의 녹색기술 인증 획득 및 현장 적용, 국내 최초 소음·진동 예측 Quick 시뮬레이터 개발 등 다
앞으로도 환경전문가의 양성 및 우수 환경관리 현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사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혁신적인 환경기술 개발과 책임감 있는 사업운영으로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친환경경영 추진체계
포스코건설은 글로벌 건설기업으로서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업 경영 및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환경 법규 준수를 넘어 법규 이상의 기준
으로 현장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환경전문가 육성에 집중하여 친환경 건축 이행에 힘

환경경영목표
비전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경영 글로벌 스탠다드 구현

쓰고 있습니다.

親환경에서 必환경 전환으로 국내 최고 현장 환경관리

목표

환경관리 시스템
포스코건설은 기업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포스코그룹 환경경영방침’을 준수하고 있으
며,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환경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ISO 14001 인
증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포스코건설에 최적화된 환경관리 시스템인
POEMS(POSCO E&C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ISO 14001
추진전략

중점업무

민원 관리 Process 정착

· 공사소음 3D 시뮬레이션 실시

를 운영해 환경실적 관리, 환경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등에 활용하고,

· 저소음 장비/공법 적용

본사와 현장 간 정보공유 및 소통채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환경피해 최소화로 민원 해소
· 민원합의/분쟁조정 DB 구축

현장 환경관리 강화
· 폐기물 불법처리 ZERO化
-가
 연/불연성 분리보관 철저
- 폐기물 투입 시 관리자 입회
·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먼
 지억제제 등 녹색기술 확산
- 차량 세륜, 싣기/내리기 작업 시 살수

환경전문가 육성

· 1천억 이상 프로젝트에 전담자 배치
· 환경관리 역량교육 강화
(기본교육 + 전문교육)
· 현장별 본사담당자 밀착지원
(초기 셋업, 정기점검, 이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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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조직 강화

현장 전담 환경관리자 배치 확대

포스코건설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환경경영을 위해 친환경기획그룹을 신설하고, 사업본부 내에 안전환경섹션을 신설하였습니다. 환경관리

환경 법규 및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에게 요구되는 현장 환경

조직은 현장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대해 민원/환경 이슈의 해결을 지원하고 B.P(Best Practice)를 전파하여 시공

관리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규모 1천억 이상의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환경이슈 및 민원이슈가 큰 도심지 현장을 대상으로 환경관
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배치/보임관리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장 우수사례(B.P)전개

전담 인력의 현장환경관리 실적 평가 자료는 PM 인사관리에 활용
되며, 환경관리 우수현장 전담관리자는 개인 포상 및 고용형태 전환
시 우대를 제공하는 등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례 발굴 활동

사례 소개 및 간이 평가

· 기술, 환경, 민원 등 현장 운영
전반의 우수사례 발굴

· 사례 정리/영상제작, 게시
· 반응평가 및 제안 포상

표준화 및 수평적 전개

평가 및 보상

· 우수사례의 B.P 선정, 표준화
· 유사 현장에 수평적 전개

· 적용 및 B.P 파급효과 평가 후
포상

2021년
배치 인원

2022년 5월
배치 대상 프로젝트

2022년 5월
배치 인원(비율)

건축

11명

45개

30명(61%)

인프라

1명

29개

27명(93%)

플랜트

-

8개

2명(25%)

12명

82개

59명(79%)

사업본부

합계

현장 방문진단 및 평가 수행
포스코건설은 전 현장에 대해 연 2회의 환경관리 실태점검 및 현장 환경관리 평가를 시행하여 친환경 현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
행된 현장 환경관리 평가에서는 총 67개 현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중 최우수 현장과 우수 현장 각 1개를 선정해 포상하였습니
다. 2022년부터는 현장 표준환경활동 정착과 환경 Mind-Set 변화 유도를 위해 기존에 실시해 오던 현장 환경관리의 평가 대상, 주기, 방법

환경경영 관리 및 기술 지원

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환경관리 수준향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해 포상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차

포스코건설은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환경영향에 대한 관리를

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기 위해 관련 IT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대한
환경규제 및 법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기 위한 환경관리자 양성과

건설단계별 환경관리 방안

지원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1년 환경경영 지원 현황

마케팅
· 친환경건설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 친환경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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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설계

구매

시공

· 친환경 공법 개발

· 친환경 설계

· 친환경 기술 공모

· 친환경 현장 관리

· IT를 활용한 친환경
기술 개발

· 환경 위협 요소 사전
예방 및 제거

· 친환경 자재 구매

· 환경 리스크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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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계약/인허가 지원

67회

· 폐기물 관리 시스템
운영

초기현장 환경 Set-up 지원

57회

현장 정기 지원/점검

176회

합계

300회

· 폐기물 발생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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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교육
현장 환경관리 전문인력 양성

환경사고 대응 교육

환경관리 Set-up Book 제작 및 배포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은 유사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PM 및 환경 관리자

포스코건설은 현장 환경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환경관리 수준을

환경관리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스

를 대상으로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계획을 수립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 철거부터 공사 종료까지 단계별 업무 및 시

쿨’은 전문적 지식 함양과 관리 능력 습득을 위하여 3단계로 나뉘어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담은 환경관리 Set-up Book을 배포

구성되며 각 단계별 교육기간은 1년입니다. 환경관리자는 현장 업

한, 협력사를 포함한 프로젝트 수행 전 인원을 대상으로 비상상황

하였습니다. 착공 전에는 환경법규와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통해

무와 동시에 교육이 진행됩니다.

별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환경 비상상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이슈를 파악하여 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를 제공하고, 인허

아울러 담당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ECE(En-

비상사태 교육 및 훈련은 유해위험물 및 방재설비 위치 교육을 시

가/신고 시 분야별 신고대상, 기준 및 표준 샘플을 제공합니다. 착공

vironmental Control Engineer)*와 현장 전담관리자를 대상으

작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초기대응, 행동요령, 구조장비 사용법, 상

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제공으로 2022년

황통제 및 비상연락, 보호구 사용법,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체계

까지 250명의 환경관리전문가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련 이수 시 사내교육 관리 시스템에 등

*프로젝트 관련 환경인허가 신고 및 대외점검 관리 등을 수행

록됩니다.

시에는 환경관리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에 대한 가이드 및 현장 환
경 운영 관리 방안을 제공하고, 세륜기, 폐기물 보관소 등의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유의사항과 업무지침을 제공합니다.

포스코건설 환경관리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환경 관리 스쿨]
Re-Skilling
입문교육

대상

내용

시기

Up-Skilling
변화관리

심화교육

· ECE(FA /CAM /CE)
·현
 장 전담 환경관리자

· 입문교육 수료자 중 대형 및 이슈현장
환경관리 담당자

· 친환경기획그룹소속 직원
· 대형 현장 및 이슈현장 환경관리 담당자

· 셀프학습/이러닝 2시간
: 현장 환경/민원관리 매뉴얼 숙지

· PBL 학습/집합 1일
: 환경관리 우수사례공유
본인현장 이슈 및 해결책 발표
모의 문제해결 및 역할 실습

· 사외교육/세미나, 컨퍼런스
: 한국건설환경협회 세미나
서울대 건설환경 종합연구소 포럼
매경·환경재단 ESG 과정 등

· 이론/집합 1일
: ESG와 친환경 구축 Mind-set
환경관련 법 규정 이해 및 숙지
사내환경관리표준 Process

* PBL(Problem-Based Learning)
실전 위주의 학습자 해결 방식 교육

분기별 1회(3, 6, 9, 12월)

하반기 2회(8, 11월)

임직원 환경 교육
포스코건설의 전 임직원은 변화하는 환경규제 강화에 유연하게 대
응하기 위해 환경사고 예방과 환경보전에 대한 활동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환경 교육을 이수합니다. 전 현장을 대상으로 연
2회 현장 환경 관리 및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착공 초기 Set up 시

연중수시(연 2회 이상 권장)

발생가능한 환경이슈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과 인허가 관련 교육
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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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최소화
환경영향평가

현장 환경관리 활동

비산 먼지 관리

포스코건설은 건설 수행과정 시 발생가능한 환경영향에 선제적으

현장 환경관리 활동을 일상화하기 위해 일별, 주별, 월별 환경 표준

포스코건설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의 33%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비

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장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환경관리 활

산 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 최초 친환경 먼지억제제를 개발하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며, 공사 종

동을 안내하고, 현장에 포스터를 게시함으로써 환경관리에 대한 인

였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약 20% 우수한 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경

료 후에도 환경영향에 관한 모니터링 및 사후환경평가를 진행하여

식도를 제고하고, 실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성과 작업효율도 뛰어난 포스코건설의 먼지억제제는 2021년 10

지속적인 환경영향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

월 환경부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 후 8개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향

평가 내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

후 제품의 사용 승인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사 차원의 One Stop 지

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홈페이지와 환

원을 통해 적용 현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친
 환경 먼지억제제란?

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

환경 및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고분자 물질을 살포, 토사의 표면을 코팅시켜 방진덮
개와 같이 비산 먼지를 저감하고 도로 표면의 수분유지 보습력을 높여 살수 효과를
오래 유지시키는 물질입니다. 친환경 표면경화제는 토사 야적장, 공사구간 나대지,
비포장 도로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고 있습니다.
주기별 환경관리 활동
· 근로자 교육/서약
· TBM 환경이슈 전달
Daily 활동
(ECE 주관)

현장/본사 환경관리 주요 업무

현장

본사

50

내외부 이슈 파악
-법규/주변환경 조사

환경관리 계획수립
-조직/R&R/시설 계획

표준 점검활동
-일일/주간/ 월간 활동

기록 관리
-점검지/사진 등

초기 셋업 지원
-개설 2개월내 / 확인

환경관리 정기진단
-연 2회(시설/활동 확인)

이슈현장 지원
-환경사고/민원 발생

현장 평가
-연 1회/준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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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포인트 점검
· 전산시스템 등록(주 1회)

· 협력사 공동참여
· 환경시설물 중점 점검
Weekly 활동
(CE 주관)

· 개선내용 공유/교육
· 개선 조치 기록

· 환경사고/민원보고
· 월간회의(환경 회의록)
Monthly 활동
(PM 주관)

· 신고내용 공유(변경 검토)
· 기업시민 활동(도로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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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관리

폐기물 관리

오·폐수 관리

포스코건설은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 피해를 선제적으

포스코건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포스코건설은 오폐수의 유출로 인해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환

로 예방하기 위해 파일 항타* 및 알폼** 해체 시 소음방지 판넬과 이

건설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보관 및 운반, 최종처리까지의 전 과

경 영향을 방지하고 수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용수 사용에 대해 밀착

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여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소음 저감

정에 대한 모범적인 폐기물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철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 현장에 오폐수처리시설,

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3D 공사소음 피해예

한 폐기물 관리를 위해 전담 환경관리자를 채용하여 폐기물 감량,

세륜시설 및 이동식 상수차를 설치하여 작업 중 용수 사용 최소화 및

측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 도입하여 공사현장에서

분리보관, 재활용, 적정처리 등 폐기물의 생애주기적 환경관리업

처리수 재활용률을 높였습니다.

입지현황을 조사하고 선제적인 소음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건설폐기물 재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한 지역의 피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폐기물 저감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동, 균열을 사전에 조사하고, 외부 전문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고,

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민원발생

불법 폐기물의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페기물 발생지역에서 분리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배출, 성상별 분리보관, CCTV 설치 및 폐기물 배출시간 지정 운

* 건축, 토목 공사를 위한 말뚝을 지반의 암반층까지 삽입하는 것
** 알루미늄 거푸집

영 등 관리자 감독하에 폐기물 배출 등 철저한 현장 폐기물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수 재활용
산업 변화에 따른 물 사용량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감소
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건설현장에 소비되는 많은
2021 건설환경 우수사례 경진대회

환경부장관상 수상
3D 공사소음 피해예측 시뮬레이션 개발 및 활용
소음/진동 저감 위한 다축드릴 활용 및 화재 시뮬레이터(FDS) 적용

오폐수 관리 업무 FLOW
수질오염 관리계획 수립

발생원 억제

오염방지시설의 가동

처리수의 재활용

양의 용수를 절약하기 위해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밀착 관리하
고 있습니다. 특히, 제철소 선강 및 압연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

처리결과 기록보존

수는 정화처리시설을 통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냉각수
는 빗물 등과 함께 우수처리시설로 집수하여 도로 살수 등으로 재활
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골조공사 소음저감을 위한 다양한 공법 적용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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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존
포스코건설은 생물다양성 보존 정책을 명문화하고 사업 수행 전

사업장별 생물다양성 보존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건설공사 수행 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지 인근의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등 보호종을 식별하고, 서식지 보전 및 대체 서식지 마련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생물다양성 보존 정책
정책

주요 사업장 활동현황
사업장

생물다양성 손실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 건설산
업은 동·식물 서식지에 인위적 변화를 가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손실
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친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생물다양성 보존에

조류

제3연륙교 현장

광주 오포 사업장

흰목물떼새, 황조롱이

삵, 고라니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장

황조롱이, 새매

삵, 수달,
하늘다람쥐

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 모든 임직원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업무에서 실천
한다.
· 국내외 사업장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조사·분석·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최
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 등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회사의 환경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 지역사회, NGO 등 이해관계자와 협업하여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

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안에 따라 자연자
본과 관련된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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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신안산선 6공구

참매, 황조롱이, 검은
머리물떼새, 검은머리
갈매기, 독수리

포천-화도 고속도로 2공구

주요 활동

식물, 곤충

· 서식지 이전
· 소음, 진동, 먼지,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향 최소화
· 야간작업 지양 등
· 포유류·조류 번식기 소음과 진동이 큰
공사 지양
· 토사 발생 예상 지점에 오탁방지막 설치 등
· 소형동물 이동로 확보
· 어류 생태계 보존을 위해 장마기를 피해
공사 진행 등

가시고기,
한둑중개
맹꽁이

동두천~연천 2공구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공사

양서파충류

맹꽁이

송도 G5 주상복합

한 활동을 시행한다.
·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인 TNFD(Taskforce on Na-

포유류

저어새, 황새, 큰기러기,
참매, 솔개,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삵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원앙

대한 책무를 인지하고 사업 수행 전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

실천 지침

법정 보호종

돌상어

금개구리

· 서식지 이전
층층둥글레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관리
· 야간작업 지양 등

삵

맹꽁이

·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및 소형 동물
탈출로(생태측구) 설치
· 완충녹지 조성(철도 소음 피해 최소화) 등

나무늘보,
주머니쥐, 붉은
여우, 고슴도치

이구아나, 보아뱀,
툰가라 개구리,
낙엽두꺼비,
카멜레온

· 서식지 이전
· 야간작업 지양, 최적 조명 위치 선정 등
왕은점표범나비 · 서식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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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CI A L N E WS

포스코건설의 특별한 친구들이 보내온 편지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을 뜻합니다. 포스코건설은 법적 의무 이상의 자발적 실천을 뜻하는 ‘Beyond Compliance’를 모토로, 법정보호종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에 포함된 다양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지난 한 해 전국에 있는 포스코건설 현장에서는 길고양이, 유기견에서부터 철새와 멸종위기에 처한 표나비까지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이 추진되었습니다.

길양희(서울 서대문구)

배철새(제주 서귀포시)

육이견(충남 당진시)

“헤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곳을 찾아 캠핑을 다니는 배철새라고 합니다.

“’애니멀호더’라고 하는 무서운 할아버지가

“포스코건설이 만들어준 튼튼한 급식소를

아주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저희는 중간에 물을 마시고 쉴 곳이 필요한데요.

잘 쓰고 있고영. 예쁜 급식소 덕분에

헤헤… 마라도가 제격이라 그곳에서 자주 캠핑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를 싫어하던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마라도 길고양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끔 저희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다치고 병들어가고 있을 때, 포스

포스코건설이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고양이들을 저희와 떨어진 곳으로 옮겨주고,

코건설이 우릴 구조해주고 유기견 보호소

중성화를 통해 개체수가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해줬는데요. 덕분에 저 배철새의

도 개조해 주었어요. 지금은 그곳에서

음악…아니 행복 캠프는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좋은 누나, 형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 마라도 철새 보호 환경 조성

요. 정말 고마월월월!＂

도 바뀌고 고양이와 사람, 사람과 사람이
더 잘 공존할 수 있게 됐고영. 전국 방방곡
곡에 52개나 보내줘서, 다른 동네 친구들도
고맙다고하고영!”

우릴 폐가에 가두고 방치했어요. 친구들이

# 유기견 구조 및 보호시설 건립

# 동네고양이 급식소 프로젝트

표나비(경기 남양주시)
김땡벌 (경기 과천시)

“앗싸~표범 나비~안녕하세요? 제 원래 이름은
‘왕은점표범나비’입니다. 어렵죠? 슬프게도

“기후변화 때문에 못 살아요 땡벌! 땡벌! 우리 벌들이 인간 여러분께 제공해드리는 특급

우리는 멸종위기종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드시는 주요 농작물의 70%는 저희의 수분으로

소중하죠. 제가 살던 곳에 새로 길이 놓이게

자란다구요! 그 어려운 걸 저희가 또 해냈는데, 기후변화로 저희는 급격한 멸종 위기를

어쩔 수 없이 재개발 공사 부지에 갇혀서 생활

됐어요. 덜컥 겁이 났는데 포스코건설이 다행히

맞게 되었어요. 올봄에는 이상고온 때문에 겨울이 끝났다고 착각한 저의 친구들이 일찍

할 수 밖에 없었죠. 재개발 공사를 할 때 저희

저희를 발견해서 안전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일을 시작하다 실종되는 사건도 있었어요. 고맙게도 포스코건설은 저희들의 니즈를 위해

같은 친구들이 많이 희생된다는 걸 아시나요?

줬어요. 앗싸~정말 다행이죠?＂

다행히 포스코건설이 동물보호 단체와 재개발

# 사업장 인근 위기종 보호

고란희(경기 수원시)
“우리가 살던 산이 아파트로 변했어요. 우린

지역 동물보호 협약을 맺고 공사가 이루어지기

Bees’ Needs 도시양봉 사업을 시작해 주셨죠. 어린이 꿀벌 축제로 저희들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주기도 한 포스코건설, 당신 덕에 잘 살아요 땡벌! 땡벌!”
# 도시양봉 사업 #어린이 꿀벌 축제

전에 저희들이 사는 곳을 미리 조사해서
맹공이(인천 서구)

보호를 해준다고 하니 앞으로는 걱정이 조금
줄겠네요. 고마워요. 그럼 전 이만

“저희 때문에 시끄럽죠?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저희가 흔해 보여도, 도시화로 살 곳이 점점 잃어 멸종위기

(다그닥 다그닥 다그닥)”

종이 된 신세랍니다. 다행히도 포스코건설이 저희를 새로운 집으로 이사시켜줬어요. 저희들의 시끄럽지만

# 재개발지역 동물보호 사업

소중한 노래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그럼 한 곡 뽑을까요? 맹~맹~맹~맹~”
# 사업장 인근 위기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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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장
중요성 평가 결과

UN SDGs

사업장 안전

건설산업은 생산과정에서 위험성 및 변동성이 높아 사고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타 산업 대비 높고,
3.4 예방 및 치료를 통한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
정신건강 및 웰빙 증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령화 추세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8.2 다변화,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

대한 제반 기준을 확립하고 모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임직원 및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포스코건설은 모든 작업 관리에 있어 ‘안전보건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 보건 관리에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추진 이행 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전전략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중대재해 ZERO
를 위한 불안전행동 선행관리 및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적용 확대, 안전교육 강화 등 현장 개선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발생가능성

앞으로도 안전보건조직의 전문성 및 리더십을 강화하고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하며, 설계단계부터 위험

리스크 영향력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기술 안전활동 추진을 통해 안전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보건경영 전략
안전보건경영 체계
포스코건설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회
사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인

안전보건목표
비전

Safety With POSCO
전원 참여의 자발적인 안전활동 체질화로, 안전해서 행복한 With POSCO

목표

안전 최우선 경영을 통한 중대 재해 ZERO

안전보건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안전보건경영방침
의 기획부터 실행, 점검, 조치에 걸쳐 발생하는 수정 및 보
완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여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자율안전보건체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

중점업무

프로젝트 안전보건점검
체계 정비

안전보건 법규
Compliance 수준 향상

全 계층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체계 구축

안전진단 프로젝트 확대·지원 강화
- 全프로젝트 점검(분기 1회)
- 취약 프로젝트 인력·예산 지원

‘안전보건경영지수 평가‘ 운영
- 안전보건 법규 및 관리체계
프로젝트 자체 준수평가(반기 1회)

당사·협력사 교육 과정 운영
- Safety Academy, 안전버스 등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영층 안전점검 강화
- 경영층의 프로젝트 안전점검
활동 정례화

경영층 안전점검 강화
-P
 LC 단계별 안전보건 활동
증빙 등록 및 모니터링

교육이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근로자 교육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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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이행 추진체계
안전보건책임이사(CSO, Chief Safety Officer) 선임

안전경영조직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포스코건설은 안전보건경영의 책임 있는 기획과 운영을 위해 안전

포스코건설은 기존의 안전보건센터를 안전경영총괄조직으로 상향

포스코건설은 운영 중인 안전보건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위

보건책임이사를 등기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22년 주주총회를

편제하여 계획, 설계 및 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 대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통해 안전보건책임이사를 신설하였으며, 조직·인사·예산 등 안전보

컨트롤 타워로서의 안전조직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기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통해 시행 중인 안전보건정책의 합리성

건 관련 보고 및 승인에 대한 독립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였습니

획과 안전보건진단, 기술안전, 협력사안전상생(신설), 안전교육훈

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CSO의 정책 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자문역으

련 등 5개의 그룹으로 세분화하였고, 안전보건기획그룹과 기술안

아울러 현장의 각종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로 선임하여 내부 경영 체계를 검증하고 외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전그룹 산하에 총 2개의 섹션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등 안전경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장별 PM을 주재로
안전보건센터

조직
본사: 5개 그룹(40명)
현장: 150개
프로젝트(420명)

인사
PM 보임 평가,
합의안전 포상/
징계 권한 부여

(2022년 1월 기준)

안전보건기획그룹

[ 안전지원섹션 ]
· 안전보건 전략 수립/운영
·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 ESG 경영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진단그룹

· 현장 안전보건 진단
·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 고위험 현장 개선 지원

예산
안전보건관리비/
특별예산편성,
집행 권한 부여

기술안전그룹

[ PSC(Pre-Safety-Construction) 섹션 ]
· 기술안전(지반,구조 등) 검토
· 건설장비 설치/해체 점검
· 가시설물 기술지원

협력사안전상생그룹

· 협력사 안전보건평가 실시
· 협력사 역량향상 및 교육 지원
· 협력사 법규준수 모니터링

안전교육훈련그룹

· 안전교육컨텐츠 개발
·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직원/협력사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 정예화를 위해 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지속 확대: 2020년 38% → 2021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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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자문위원장
이영순 (前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간사

ISO 45001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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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협력사 소장 등으로 구성되

안전보건기획그룹장
외부 위원

내부 위원

함병호(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안홍섭(군산대학교 교수, 건설안전학회장)

안전보건센터장
노경협의회 대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포스코건설은 2018년 국내 건설업 최초로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인 ISO 45001을 취득하였으며, 2021년에는 본사 및
국내외 9개 현장의 재인증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
스템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내부 심사와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심
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의 범위는 전사 직원 및 사업장 내 근무하
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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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 관리
안전보건목표 수립 프로세스 강화

안전보건진단확대 및 안전보건경영지수 평가 신설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포스코건설은 전사-본부-현장에 걸친 일관된 안전보건목표 수립

포스코건설은 공정률 5%~95%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기존

포스코건설은 노사 합의를 통해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 및 임직원의

을 위해 ‘안전보건목표 수립‘ 프로세스를 보완하였습니다. 각 본부

의 안전보건진단을 공정률과 무관하게 전체 현장으로 확대하였습

안전 준수 동참을 위한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

에서는 현장 안팎의 중점관리사항을 파악하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

니다.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기준

다.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중대재해에 대해서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장

으로 분기별 1회 진단 후, 유해 및 위험 작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는 재해 미발생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재해예

을 대상으로 금년도 전사 안전보건목표를 반영한 안전목표가 수립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합니다. 나아가 안전보건경영지수 평가 절차

방을 위해 일선해서 노력하는 사업 본부 대상으로는 일반재해에 대

될 수 있도록 본사에서 검토하였습니다. 수립된 현장 안전보건목표

를 신설하여 반기 1회 의무 시행을 통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충

한 목표 달성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합니다.

는 근로자 대표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되었으며, 확

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된 목표에 대해 주기적인 달성 여부 및 성과를 측정하여 관리하
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피드백 관리 체계 도입
포스코건설은 위험성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위험성

경영지수 목표점수 설정
[현장]

평가 및 보안계획수립
[PM/SAM/HA]

안전사고 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이행
포스코건설은 근로자의 안전과 재해율 감소를 위해 재발방지대책
이행은 물론, 이행조치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절차를 마련

본사 모니터링
[안전보건센터]

보완조치 및 증빙 등록
[SAM/보건관리자]

하였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PM, SAM, CE, 안전기술섹션리더
및 협력사 담당자가 사고조사 토론회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의 크기, 영향 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합니다. 이후 재발방지대책 이행 여부를 산업

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험 작업/요소에 대해

재해관리 시스템에 기록하여 CSO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작업 폐지 또는 위험요소 제거를 최우선으로 시행합니다. 이러한 조
치를 취하기 힘든 경우에는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조치, 작업
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조치, 특수 보호장비 사용 등 개인조치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성평가 시 도출한 중점관리대상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이행여부를 등록하여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
을 개발·도입하였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현장에
서 즉각적으로 검토 사항을 공유하고, 손쉽게 증빙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 현장 관리감독자의 활용도와 접근
성을 높였습니다. 현장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이행 실적을 추적 관
리하는 방식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01

02

03

04

4일 이상
요양 재해 발생

사고조사
토론회 실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현장 적용

안전센터장
보고

2021 재해자 수 및 재해유형 분석
구분

21년 전체

절단·베임·찔림

2

끼임

3

맞음

1

떨어짐

3(1)*

깔림

1

부딪힘

-

이상온도 접촉

-

기타

넘어짐 4/전도(장비)1

총 재해자(중대재해자) 수

28(1)*

2021 사망만인율

(단위: ‱)

2021

0.35

2020

0.30

2019

0.30

* 내부 통계기준에 의한 개인 부주의성 사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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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CI A L N E WS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포스코건설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상시적인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세이프티
통합 솔루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건설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세이프티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설현장 출입 단계에서는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혈관 건강 측정기를 도입해 근로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 TBM(Tool-Box Meeting) 단계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사
용이 가능한 위험성평가시스템과 VR 안전 체험교육을 도입하였으며, 작업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안전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현장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
능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동감지 장비, 무인으로 운영되는 CCTV 등을 활용하여 신규 기능을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기능들 역시 더욱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계

적용 사유
비인가 근로자 통제

출입

건강관리

고령자 ‘뇌심혈 질환’ 노출

다양한 직종 동시 참여

TBM

- 위험요인 多, 상황별 위험 상이

대상

적용기술

효과 및 비고
일용직, 고령자, 건강 이상자 등
현장 출입 관리 강화

全 근로자

· 출입관리 시스템

(약 18,000명)

- 홍채/안면인식, 발열체크

만 60세 이상

· 혈관 건강 측정기

(약 2,700명)

- 건강상태 정기 모니터링

공종별 근로자
(소그룹 TBM)

건축 : 고층건물
- 고소 작업 및 개구부

작업中
(본부별
특성 고려)

인프라 : 해상, 터널 등
- 작업범위 넓고, 장비사용

高 위험작업
근로자

플랜트 : 신사업(음/양극재)
- 밀폐공간

작업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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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감소 및
불안전행동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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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근로자

배치前 혈관 건강상태 확인 및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관리 강화

· 위험성평가 시스템(Mobile)
· VR 안전 체험교육

공종 맞춤 위험요인 공유 및
사고에 대한 경각심 제고

· Smart 안전벨트(자체 개발)
· 개구부 개폐 확인 센서

추락사고 주요 기인물
(벨트 미체결, 개구부 열림) 제거

· 모니터링 장치(드론, CCTV)
· 장비 충돌방지 장치

접근 곤란한 위험장소 점검 및
장비 충돌사고 예방

· 이동식 가스측정 시스템
· Smart Safety Ball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통합관제 시스템으로
실시간 안전관리 가능

향후 개발 계획

현장에 설치된 지지대 상태
이상 징후 센서 개발

중장비에 실시간 사람 자동감지
센서 설치를 통한 추돌 방지

무인으로 운영 되는
이동식 지능형 CCTV 활용

플랫폼과 흙막이 센서연동을
통한 붕괴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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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해 예방활동
중대재해 집중 개선 활동

위험작업 거부권

대형 건설장비 관리기준 강화

포스코건설은 추락과 낙하, 협착 등 3대 건설업 중대재해 유형에 대

포스코건설은 현장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위험작업

대형 건설장비 사고에 대비한 예방 정책으로 타워크레인과 건설용

비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불안전행동 선행관리 정착 및 모니터링을

거부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의 근로자는 안전시설이 미

리프트, 항타기 등 고위험 장비 특별 점검 및 상시점검을 반기 1회 실

강화하였습니다. 3대 사고 다발 유형에 대한 불안전 행동 세부항목

비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건설장비 10종에 대한 안전 작업 가

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드러내기 특별기간 운영을

될 경우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이드 및 표준 작업 매뉴얼을 제공하여 현장 근로자와 안전 담당자의

통한 위험요소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위험 작업 현장의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에게

장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비 사용 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작

이동형 카메라와 현장 직원의 바디캠을 포함 총 5,672대(전년 대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5,307대 확대)의 CCTV를 설치하여 현장의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사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 전담 안전관리자를 대형 현장에 배치하여 안전하게 운

강화하고 실시간 현장 관리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영하는 한편 2021년부터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리스크 예방을 위해

비상훈련 실적등록 시스템 운영

안전신문고
현장 내 모든 근로자들은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작업장 안전시설
물 및 설비 시설의 위험한 상태, 안전통로 미설치, 장비 작업반경 내
출입 금지 미조치 등 불안전한 상황을 이메일, QR코드, 사외홈페이
지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및 제도 개선 아이디어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 받아 작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중대산업재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장 비상계획
매뉴얼을 수립하고 반기 1회 이상의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

제작 연식 5년 미만의 신규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건설은 장비 노후화에 대한 결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매뉴얼 수립 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 및 시점 등을 파
악하고 동절기와 하절기, 우기 등 산업 현장 취약 시기를 반영한 예
상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또한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등의 대응
조치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방지 조치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 요구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상훈련 실적등록 시스
템을 마련해 훈련 결과를 등록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계
획을 보완하여 비상훈련 체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계센서
: 접점감지센서

머신러닝 학습
: 작업자의 안전고리 체결 및
미체결 행동 패턴을 미리 학습

6측센서
: 가속도, 자이로센서

스마트 안전고리 개발 및 모니터링
근로자는 X, Y, Z 측
자유롭게 이동하며
업무수행

포스코건설은 고소작업공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해 스마트 안전고리를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스마트 안전고리는 IoT 및 자계센서를 이용
한 접점 감지센서와 모션센서의 패턴을 머신러닝으로 학습하여 체결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작업자 미체결 정보를 알림하고, 건설현
장 추락방지 구조물(비계, 수평구명줄, 작업자 신체체결)을 체크합니다. 또한, 헤비콘을 활용하여 고소작업공간과 안전지역을 구분하여, 작업자
가 고소작업공간에 도착한 때부터 알람이 활성화되어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현장안전 관리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고, 관련 데
이터를 기록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59

INTRODUCTION

ESG VALUE CREATION

SUSTAINABLE BUSINESS

ESG FACT BOOK

S P ECI A L N E WS

위험 드러내기 특별기간 운영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프로세스 개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전 직원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안전 관련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제안제도’와 ‘안전신문고 제도’를 운영하며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위험 드러내기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위험 드러내기 특별기간’이란 포스코건설이 운영 중인 안전제도를 바탕으로 전 직원 및 현장 근로자가 참여해 숨겨진 위험요인을 발굴

위험 드러내기 특별기간 포상 선정 결과

하고 이를 개선하여 현장 내 숨어 있는 사고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입니다. 2021년 처음으로 진행된 위험 드러내기 특별기간은 6월 10

최우수 3개

1,000만 원

우수 3개

500만 원

안제도 네 가지 활동에 대한 우수 참여자에 포상금을 지급해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안전활동에 대한 인식도를 고취시키

장려 3개

200만 원

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우수 1명

500만 원

우수 3명

200만 원

장려 5명

100만 원

최우수 1개

1,000만 원

우수 3개

500만 원

장려 5개

200만 원

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 간 진행되었으며, 포스코건설 위험 개선 활동인 불안전행동 선행관리, 위험작업 거부권, 안전신문고, 안전제

참여현장

개인
위험 드러내기 특별기간 운영 실적 및 운영 전 동기간 대비 실적 증가율
(단위 : 건)
운영 전 동기간 실적

특별기간 실적

부서

42,784
40,562

불안전행동 선행관리, 안전신문고, 작업거부권 최우수 참여현장
991
787
10,289

142
49

4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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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인프라

서부내륙고속도로 13공구

건축

대전 목동3구역 주택재개발

444

10,045

합계

플랜트

선행관리

404%
증가

안전제안제도 최우수 안전제안

53

안전신문고

906%
증가

작업거부권

1,870%

증가

안전제안

554%

증가

부서

기후변화에 따른 Cooling zone 운영을 통한
온열질환 예방

개인

타워크레인 브래싱 해체 시, 슬링벨트 체결 전
브래싱 임시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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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안전체험교육장 ‘Safety Academy’ 신설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지원

협력사 안전역량 강화

포스코건설은 현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목표로 작업 형

포스코건설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보

포스코건설은 계약 과정에서 안전관리 적격 수준 이상의 협력사가

태에 맞춘 다양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화 정

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그림만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안전교

참여하도록 협력사 선택 및 안전 역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착을 위한 계층별 정기교육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실무교육,

육자료 ‘Safety Book’을 발간 및 배포하였습니다. ‘Safety Book’

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에 대

코로나 지속 대비 비대면 교육, 건설업 맞춤 VR 체험 교육 등 맞춤형

은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돕고 의사소통에 대

한 현장 자체 진단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안전 검증 절차를 운영합니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부담을 경감시켜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총 9개

다. 또한 포스코건설과 공동으로 작업하는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2021년에는 안전보건 강의 및 체험이 가능한 Safety Academy

국어로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안전관리자 경력

을 향상하기 위해 2021년 53개 협력사를 방문하여 안전역량 강화

이 있는 강사가 직접 정기/특별교육을 지원하고 그 외 국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500개 협력사로 대상을 확대

서는 안전교육 시 전문 통역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를 신설하여 현장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계를 견고히 하고자 노력하
였습니다. Safety Academy에서 근로자는 건설업 중대재해 중심
의 가상 체험 장비 및 모의 체험 시설물을 통해 실제와 같은 체험형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외국어 소통 앱 개발
포스코건설은 2021년 건설업계 최초로 외국어 소통 어플리케이션
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
디아, 태국 등 5개 언어로 현장 안전에 관계된 필수 표현과 기초생
활 표현 250여 문장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의 이해와 학습 흥미를
위해 동영상 자료 및 음성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희망
하는 본사 및 협력사 직원 누구에게나 앱을 무료로 제공하여, 현장
근로자 간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안전사고 없는 현장에 기
여하고 있습니다.

Safety Academy 교육장

Safety Academy 체험교육

협력사 경영진 안전 간담회 시행(2021년)

373 개사

협력사 안전교육 인증제 인증 인원(2021년)

1,465 명

현장 안전관리 외국어 소통앱 접속 화면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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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안전버스(VR 체험) 교육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상향되는 환경 속에서 협력사의 안전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
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안전 교육을 수행할 여건이 불충분한 협력사의 안전 역량 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건설업 최초로 ‘찾아가는
안전버스(VR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VR 기기가 구비된 버스가 현장을 방문하여 포스코건설
및 산업안전공단에서 개발한 체험형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시에 최대 6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교
육장이나 필수인원에 구애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17종의 VR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안전버스’는 2021년 10월
부터 매주 2~3곳의 현장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찾아가는 안전버스 교육 전국 투어 이벤트를 통해 교육 인프

ESG FACT BOOK

찾아가는 안전버스 참여인원
(2021.10~2022.06)

4,426 명

라가 부족한 지방의 건설 현장에서도 VR 체험 안전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운영 중인 VR 교육 컨텐츠(총 17종)
회사 컨텐츠

비계 자재 낙하
이동식 사다리
일반작업

핸드그라인더
둥근톱
개구부 추락
리프트
굴착기

장비작업

덤프트럭
T/C 양중작업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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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안전버스 내외부 사진 및 교육 시연 장면
공단 컨텐츠

굴착기(목적 외 사용)
굴착기 (충돌·버킷 탈락)
굴착기(충돌·작업반경 내 접근)
이동식 비계작업(추락)
작업장 끝단작업(추락)
달비계 작업(추락)
밀폐공간작업(질식)

2022년 찾아가는 안전버스 전국 투어 이벤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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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관리 강화
포스코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에 산업위생관리기사,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

임직원 건강증진 활동

간호사 등 법적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보건관리자들을 선임하고, 현

‘건강상태 위험‘으로 분류되는 ‘능동 건강관리’ 지원 대상 근로자에

포스코건설은 매년 임직원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

장 배치 및 작업 수행 전 직원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임직원

게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증상 및

하고, 임직원과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를 연계

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세를 고려해 필요 시 근무 직종, 근로 시간, 작업환경 변화 등 근로

하여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 희망 시 상급 종합병원 예약 대행, 전문의

사내 진료실을 운영해 포스코건설 및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의약품

건강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능동 건강관리 체계 운영
포스코건설은 2022년 5월부터 임직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는 근

관리대상 선별 체계

로자 배치 및 사후 관리 체계인 ‘근로자 능동 건강관리 체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건강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일 작업 배치 전 고혈압 유무 확인 및 신체검사 등 다각적 건강 상
태확인을 통해 건강관리 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건강관리 대상 근

전체 근로자

로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건강상태를 판단하며

고혈압 유무 확인

포스코건설은 임직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혈압 2회 측정 결과 150 이상 근로자 병원 진료 필수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상담기관인 (주)마음

- ‘건설 근로 가능’ 등 의사 소견 확인 시 작업 배치
및 관리 대상자에 포함

의 숲과 연계하여 상담 신청자가 원하는 주제로 상담 진행, 스트레스
검사, 심리 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 ‘건강 반올림’을 실시하여 심리상담 대상을 가족

상태가 개선된 근로자들은 관리대상을 해제하고, ’위험’으로 분류
되는 근로자들은 ‘능동 건강관리 지원’을 합니다. 또한 만 60세부터
65세의 근로자들은 고소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단
독작업 등을 금지하고, 만 66세부터 69세 근로자는 현장 정돈 및 조

심리상담 프로그램

만 60세 이상

경 잔디작업 등 단순작업에 배치해, 작업 중 질병사고의 발생 위험
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 상태 확인

까지 확대하고 상담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임직원

혈관 1회 측정 결과 ‘혈관 위험 의심’ 근로자 익일 재 측정

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익일 재 측정 결과 ‘혈관 위험 의심’ 지속 시 관리
대상자에 포함
- 심혈관 병원 진료 권유, 근로 여건 개선 조치
기타 질환 유무/신체 기능 확인
노인신체검사 포함하는 건강검진 결과서 확인

만 66세 이상

- 신체기능 저하 근로자는 작업 배치 금지
- 기타 질환(당뇨,빈혈,신장/간장질환 등) 보유 근로자는
‘건설 근로 가능 등’ 의사 소견 확인 시 작업 배치 가능
및 관리 대상자에 포함

2022 맞춤형 건강케어 모집 포스터

2021 포스코건설 건강 반올림 포스터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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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
중요성 평가 결과

UN SDGs

고객 만족

품질 경쟁력은 브랜드 가치와 기업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포스코건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종합건설사로 성
9.5 연구개발 인력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장려함으로써
산업부문의 기술적 역량 향상

장한 것은 최고의 품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입니다.

11.3 지속가능 인간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지능형 품질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 기반 품질 관리 전개하여 하자를 예방하는 한편,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대

리스크 발생가능성

포스코건설은 지난 20년간 축적한 공동주택의 하자 공종, 유형, 위치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계 최초 Big Data 기술 연계
응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VoC 팀을 신설하여 보다 세심하게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새롭게 런칭한 주거 서비스 ‘블루엣’을 통해 최고의 품질경
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리스크 영향력

품질경영 전략 및 추진체계
포스코건설은 최고의 품질로 고객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품질 지원과 3D 스캐너, 철근 탐사기 등 첨단장비 적용 분야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를 포함한 현장 전원이 참여하
는 자체 품질 개선 활동을 통해 시공하자 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체계

ISO 9001

목표

포스코건설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행한

최고의 품질로 고객가치 창출

ISO 9001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인증기관을 통
해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검증받고 있습니

추진전략

중점업무

현장 시공하자 ZERO

· 레미콘 품질관리
- 연 2회 이상 공장 불시점검
- 자체품질시험 및 비파괴검증
· 준공 전 하자예방점검 강화
- 본사 비파괴장비 활용 검사
- 하자다발공종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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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쟁력
협력사 동반성장

현장 품질관리
디지털 기술 기반 운영

· 협력사 공동 P-SQI 활동

· 통합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 협력사 합동점검 주 1회 실시
- 연 80건 이상 품질개선 추구

- 균열관리, 품질시험 등
- 문서화된 정보 데이터화

· 중점관리공종 근로자 품질교육

· 품질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공사 착수 전 교육 이수 필수
- 품질 마인드셋 교육 실시

- 주요자재 품질, 부적합 관리
- 대내외 점검분석, 사전예방

다.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는 품질경
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 공공 공사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입출 필수 요
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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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현장 품질 진단

첨단장비를 활용한 현장 품질관리

지능형 품질관리 시스템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주요 공종별 품질 진

안전한 시공과 준공 후 하자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첨단

지난 20년간 축척한 공동주택의 하자 공종, 유형, 위치 등의 데이터

단을 실시하고 매년 품질관리 기준을 상향하여 빈틈없는 품질경영

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합니다. 진동 측정기와 GPR 탐지기, 열화상

를 기반으로 업계 최초 ‘Big Data 분석 기반 품질관리기술’인 지능

을 실천합니다. 프로젝트 착공 초기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품

카메라, Digital 측정기, 크랙 측정기 등 다양한 전문장비를 통해 구

형 품질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하자 예방을 위한 선제적 품질 활동

질관리자 육성 및 품질관리자용 Best Practice를 수시 배포하여

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시행하며, 진단 결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업관리, 구매 등

품질 전문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공기단축

과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검증 및

의 데이터를 융합하고 전처리를 통해 각 데이터와 하자의 연계성을

필요 현장 등 고난이도 현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

안전성 법규 준수를 위해 전문장비 상시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타협

확인하고 협력사별 하자예측 등급을 산출하여 데이터를 분석합니

여 품질관리를 밀착 지원하고, 현장 자체 점검 자료는 공사문서 관리

없는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공사 단계별로 활용된 지능형 기술은 시공 단계에서 협력사와

시스템 C-Master에 등록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실시합니다. 현장

현장에 맞춘 하자 예방활동에 활용되며, 준공 전 하자 민원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향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해 포상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

선제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PM 및 협
협력사 하자경향 분석 사례

력사 수행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A협력사

단계별 시공품질 상태진단

착공단계
(공정율:5%▼)
· 국토부 벌점사례 등 품질문서
Set-up지원

B협력사

초기단계
(~10%)
· 흙막이 착수시점
- 띠장, 엄지말뚝 등

중간단계
(10~60%)
· 골조 및 철골착수시점
- 철근, 콘크리트, 철골 등

마감단계
(60~95%)
· 마감공종 착수시점
-방수, 단열, 층간차음 등

산업통상자원부(2019~2021)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신입 품질관리자 교육 활동

광양 베이센트 현장 품질 교육 활동

3D 스캐너를 활용한 시공오차 수정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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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감동
CS Process 역량강화
중대 하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CS Process 운영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수 등과 같은 중대 하자 발생 시 즉시 CS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며, 일일 알람과
주간 단위 모니터링으로 문제 해결 처리 방안을 도출하고 현황에 대해 밀착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
주 초기에 발생하는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MOT(입주초기관리) 강화 및 협력
사 대상 AS평가 제도를 시행하여 하자 처리율 및 처리기간을 개선하였습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샤피스트 운영
포스코건설은 2007년부터 건축과 인테리어 등에 관련 경력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30~40대 주부 7인을

소비자 의견 및 불편 처리

선정하여 ‘샤피스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샤피스트는 한 달에 2-3회 모여 더샵 모델하우스 품평회, 상

년도

총 접수건수

총 처리건수

처리율

18년

604,570

586,750

97.1%

19년

711,303

689,591

96.9%

20년

1,063,294

1,045,312

98.3%

입주자사전점검 하자처리 기간 단축

21년

819,010

807,516

98.6%

2020년 14일 → 2021년

협력사 AS 평가제도를 통한 처리율 상승

2020년 89.2% → 2021년

93.9%

10일

품개발 심층 면접 등에 참여하여 고객 니즈를 반영한 상품 개발과 포스코건설만의 특화 요소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활동한 15기는 신규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실무자 피드백과 고객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빠른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15기 주요 활동

모델하우스 벤치마킹

포스코건설 모델하우스 점검

VoC 팀 신설 운영
빠른 피드백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VoC(Voice of Customer)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팀의 주요 업무는 VoC Big Data 분석 및 관리로,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주요·긴급·반복하자를 줄여 나가
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기별 데이터 종합 피드백 회의와 고객들의 니즈 통합 분석을 통한 원활하고 선
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객을 최전선에서 응대하는 CS 부문 근로자와 콜센터 직원들
을 위해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마인드 교육과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고객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지난 기수 별 상품 제안 내용
13기

14기

· The Sharp: 코로나 시대 변화된 MH 아이디어 제안

· Y-Room(거실, 주방 등 가변형 평면 아이디어 제안,
발코니의 부활)

· The Real House: 주방/욕실 아이디어 제안
· 경로당 커뮤니티 제안

제공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도 우수성 인증
고객 만족을 위한 포스코건설의 섬세하고 꾸
준한 노력은 평가기관의 인증 및 수상을 통해
검증되고 있습니다.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 건강하고 안전한 Life(그린 팜 카페, 펫가든, 고급화
커뮤니티, 프라이빗 피트니스 등)

참여형 과제 성과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아파트 부문 1위
KS-QEI 한국품질만족지수 총 12회 아파트 부분 1위

· 바이오필릭 테라스 활용 방안 도출
· 맞춤형 자녀방 가구 개발

KE-WEI 소비자 웰빙환경만족지수
2020-2021년 연속 아파트 부문 1위

2021년 고객 만족도 3관왕 달성
66

회의 및 실내디자인그룹 간담회

조망형 라운지

반려동물 케어

홈캠핑

INTRODUCTION

SUSTAINABLE BUSINESS

ESG VALUE CREATION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한 고객 소통 강화

포스코건설 고객 서비스 더샵의 새 얼굴 <BLUET>

ESG FACT BOOK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POSCO E&C’, ‘The-

포스코건설은 브랜드 가치를 재정의하고 더샵의 업그레이드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새로운 주거 서비

Sharp’ Instagram 계정을 통해 분양정보, 청약 가점제 등 더샵 입주 정보뿐만 아니라 수납, 인테리어 꿀

스 <BLUET>(이하 블루엣)을 런칭하였습니다. 블루엣은 ‘한걸음 앞서 고객에게 진심을 다해 세심한 서

팁 등 입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거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스로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입주민의 높은 주거 만족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

‘YouTube 포스코건설TV’를 통해 포스코건설人, 안전사고 예방활동, 사회공헌활동 및 고객과 함께 하는

객 응대 직원의 체계와 행동원칙을 수립하여 포스코건설 서비스 브랜드 밸류에 걸맞는 최상의 주거 서비

탄소중립 실천 이벤트 등 회사에서 실시하는 주요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친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밀하고 신뢰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운영 Instagram 게시글

BLUET 주요 서비스
· 주부 전수점검
· 입주예정세대 매니저점검
· AS 처리 지연 시 사전 알림
· 클린서비스(입주세대 AS후 뒷정리)
· 입주초기 편의지원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는 원데이클래
스인 ‘블루엣 아카데미’

YouTube 포스코건설 TV 제공 콘텐츠

플라스틱 폐기물 절감 캠페인으로 가정에서 플라스틱 빈
용기를 가져오면 용기에 세제를 리필해주는 ‘블루엣 리필
스테이션’
가정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품을 기부하는 ‘블루엣 아
름다운 가게’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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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공급망
중요성 평가 결과

UN SDGs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은 포스코건설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8.3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
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 지향
적 정책 증진

지속가능한 공급망
리스크 발생가능성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12.7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추진

리스크 영향력

이루는 근간입니다.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 경영이념에 따라 친환경 프로세스를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급사로부
터 구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구매와 협력사의 자체적인 ESG 역량 강화를 통한 선순
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 등록, 입찰, 모니터링에 이르는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 동반성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저탄소·친환경 구매금액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ESG 경영실천과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을 통해 강건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공존과 발전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전략 및 추진체계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에 ESG 가치를 확산시키고 친환경 구매를 강화하여
글로벌 지속가능 구매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ESG

포스코건설 공급망 관리 전략
비전

글로벌 지속가능 구매 선도기업으로 도약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반성
장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생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방침

실행방안

중점업무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언한 포스코건설은 친환경적 운영 프로세스를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급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지속가능 구매를 선도한다

ESG 관점의 공급사 관리

친환경 구매 강화

· ESG 평가 Tool 개발

· 친환경 인증 자재 구매 확대

· ESG 평가 강화

· ESG 기술협력공모전을 통한 성과
공유제 확대

· Health Check System 운영

ESG 정착활동
· 동반성장지원단 운영
(공동기술개발 등)
· 협력사 안전평가 및 컨설팅
· 사회적 친화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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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구매 강화

공급사 행동규범

협력사 검증 프로세스

친환경·친사회 구매제도

포스코건설은 공급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표준계약서에서 준수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및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구매계

포스코건설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사 행동규범은 포스코건설과 계열회사,

약 단계별로 검증평가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습니다. 협력사 선정 시

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작회사 등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협력사가 지켜야 할 기

공사 수행 역량과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는 물론, ESG 평가를 실시

2021년에는 1,179억 원 규모의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수 재활용 인

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협력사가 환경/인권존중/사회공

하고 있습니다.

증제품 등을 구매하였으며,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사에 대해서

헌/윤리 및 공정거래/안전보건/품질경영에 대한 제반 법규와 윤리

협력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안전역량 실사평가를 통과하는 것이

는 업체 등록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입찰 시 우선 구매용인율을 반영

를 준수하여 이해관계자와 구성원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필수적인 조건이며, 비등록업체의 입찰 참여 시 등록업체 대비 강화

해 우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5년에는 그 규모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은 공급망 내 모든 기업도 글로벌 시민

된 ESG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도 협력

를 3,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으로서 책무를 다하자는 취지에서 작성되었고, UN 글로벌 콤팩트

사의 ESG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에 참여하는 협력사를 대상

아울러, 사회적 친화 기업 구매제도를 운영하여 사회적 기업, 장애

가 규정하는 기본 규범과 포스코가 규정한 관련항목 등 총 7개 부문

으로 안전과 환경 평가를 포함하는 분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및 입찰 우대, 계약이행보증금 경감, 대금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 단축 등의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친환경 구매 규모 및 확대 계획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POSCO Group Supplier Code of Conduct
계약 단계

인권 존중
안전 및 보건

자발적 취업, 아동 근로 금지, 차별금지,
근무시간 요건 준수, 임금 관련법 준수, 인도적 대우
안전한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 준수

단계적 평가 절차 통과 후 업체 등록
업체소싱

환경

유해물질 관리, 폐수와 고형폐기물 및
대기오염 관리,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윤리 및
공정거래

비즈니즈 청렴성, 윤리실천 특별약관 준수,
공정거래 준수, 신뢰문화

발주방안 검토

영업 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대외비 정보의 관리와 보호, 지적재산 보호

입찰

품질경영

품질관리, 변경관리, 공급사 상호 품질관리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 1차 평가 : 신용평가서 기반 평가
· 2차 평가 : 등록구비서류 심사, 배점 부여 및 업체별 순위 산정
·안
 전역량 실사평가 : 안전관리, 안전시스템 평가 결과 기준점수
이상 합격
· ESG 평가 : ESG 평가서 제출 필요

자격조건 충족 업체에 한해 입찰 참여 가능
· 입찰 기본자격 검토
· 신용평가사 Risk 등급 충족 여부
· (비등록 일회성업체) ESG 사전심사 실시

2021

1,179

2022

2,700
3,000

2023

3,500

2025

PosMent 사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포스코건설은 일반 시멘트 대비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우수한 친
환경 시멘트 ‘포스멘트’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3
월 포스코, 슬래그시멘트 3개사, 레미콘 4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입찰 결과 낙찰 조건 충족 업체 대상 안전수준 평가 실시

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2022년 35만 톤 이상, 2023년 47만 톤

· 안전수준 평가 합격 시 낙찰자로 선정
· 불합격 시 차순위업체 대상 안전수준 평가 실시

이상의 포스멘트를 사용할 계획이며, 친환경 시멘트 활용을 건설업

협력사에 대해 지속적 평가 및 피드백
사후관리

동반성장, 사회공헌

평가 과정

(단위: 억 원)

계 전반에 확산시켜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매 분기 공사 착공/시공/준공업체 대상 수행도 및 품질/안전/
환경평가 실시
· 매년 종합평가 실시 및 우수업체(PHP) 선정과 열위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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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ESG 관리·성과
협력사 ESG 평가모형 개발 및 적용

협력사 평가정보 종합안내 시스템 도입

포스코건설은 공정한 프로세스를 통해 협력사를 선정하고 평가하

포스코건설은 가치사슬 내 투명한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평가 정보 공개 운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헬스체크시스템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여 협력기반을 견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사 이

평가 및 진단 결과를 4대 핵심 역량 지표(종합수행도, 안전역량, 재무안전성, ESG 평가)를 바탕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역

크레더블과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사회/경영 분야의 50개

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진단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협력사 스스로 기준 및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역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건설업 협력사 대상 ESG 평가 모형을 개발

량 정보를 공유하여 협력사의 자기주도적 진단과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2021년 6월 열린 우수협력사(PHP) 간담회에서 47개
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평가체계 공유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업

· 분기별 현장수행도 평가 결과

체를 대상으로 실사 및 시범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범평가 결과
를 바탕으로 2021년 내 협력사 ESG 평가 체계 적용 대상을 핵심 공
종 협력사 150개사, 신규등록 53개사 등 총 253개사로 확대하였

종합
수행도

재무
안전성

안전
역량

ESG
평가

· 신용등급
· 부채비율
· 현금흐름 등

가나건설(철콘(건축))

고, 2022년에는 전체 등록업체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건설은 ESG 평가체계의 운영을 통해 협력사의 ESG 취약분야를 지
원하고, 인센티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예시

[E]환경
(총 10개 항목)

· 환경전략 : 환경교육 운영
· 환경경영 : 환경경영 인증
· 환경성과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률
· 환경관리 : 환경법규 준수

[S]사회
(총 30개 항목)

· 안전투자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 안전성과 : 중대재해 포함 산업재해 여부
· 사회공헌 : 기부금 지출
· 고용조건 : 근로조건 준수

[G] 경영구조
(총 10개 항목)

· 경영안정성 : 채무불이행
· 회계투명성 : 외부감사의견

· 안전평가
· 안전진단
· 중대재해여부 등

· 협력사 ESG 평가 등급

평가 우수업체 선정 및 지원
협력사 기본자격 및 ESG 사전 심사 기준을 충족한 업체 중 공종별 최대 6개사를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수업체는 계약금액 규모,
품질 중요도 등이 높은 16개 공종을 대상으로 각 사업본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협력사들의 종합수행도 평가와 안전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선정된 우수 협력사에게는 포스코건설 우수업체 증서를 발급하며 계약보증금 경감과 입찰 우
선 참여, 복수공종 등록 허용, 해외 현장 수주견적 우선 참여 등의 포상과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품질 및 지속가능경영 개선활동을 독려하고 있
습니다.

2021년 평가모형 적용 성과

맞춤형 ESG 컨설팅 지원

평가 진행 업체 수

PHP 47개사+핵심공종 150개사+신규등록 53개사

협력사의 평가정보 결과에 따라 분야별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ESG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하자취약

맞춤형 ESG
컨설팅 완료 업체 수

사회 분야 컨설팅 : 54개사 완료
경영구조 분야 컨설팅 : 27개사 완료

분야에 대한 품질 교육과 안전 역량 진단, 재무 리스크 등급 열위 업체 대상 신용평가사 1:1 컨설팅, 환경 개선활동, 친환경 자재 구매 유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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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포스코건설은 중소협력사와 상생협력을 통한 강건한 생태계를 조

공존: 협력사 재정적 지원

성하기 위하여 ‘공정’, ‘공존’, ‘공감’, ‘공유’, ‘공생’ 의 5대 브랜드 프로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 | 여러 금융기관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협력사 거래대금 조기 지급 | 2021년 포스코건설은 설 명절과 추

협력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가 안정적인 경영 상태

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운용을 돕기 위해 거래대금을 앞당

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협력사를 대상으로

겨 지급하였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620여 개 협력사를 상대로 670

2020년 12월 총 1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프로그램

억 원의 거래대금을, 추석 연휴 전에는 7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협력사는 최대 5억 원의 금액을

840억 원을 조기 지급하여, 협력사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

이자 부담 없이 기본 1년, 최대 2년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정규등록

움을 덜어주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협력사의 경우 포스코건설의 ‘동반성장·ESG펀드’를 통하여 저금리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중소협력사들의 자금난 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우리은행과 각각 260억 원

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향후에도 최선을 다해 협력사와

의 자금을 출자해 52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ESG펀드’를 조성하

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램을 이행 중입니다.

공정: 공정거래문화 구축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 운영 | 현장에서 협력사와 분쟁이 발생하
는 경우, 의사결정을 통한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2020년 4월 하
도급 상생협력 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더불어 분쟁조정에 대한 하
도급 상생협력 운영절차를 수립하였고, 분쟁 발생 시 협력사가 직
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공정거래 문화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였으며, 협력사는 10억 원 한도 내에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1년 단위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특약 자동검출 시스템(POS-Compli) 구축 | 대기업과 협력
사 간 부당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의 구입사양서 내 부당
특약을 검출하는 Pos-Compli AI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
며, 검토한 계약 내용은 다시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검출 정확
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용평가사 및 시중은행과 협력해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협력사는 별도의 담보나 기
존의 대출한도에 관계없이 포스코건설과의 계약을 기반으로 저금
리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2년에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
을 개선하여 대출 한도를 계약 금액의 50% 이내에서 100% 이내
로 증액하고 상환 방식 역시 협력사의 편의에 따라 분할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02

03

현장

구매부서

현장

· Pos-Compli 적용
: 부당특약 자동 검출
및 검출결과 통보

· 구입사양서 내 부당
특약 변경 후 구매
의뢰
· 표준하도급계약서,
개별약정서,
구입사양서 첨부

· 구입사양서 작성
및 검토 의뢰

2021년 협력사 금융지원 성과
프로그램

지원한도

지원규모

지원 협력사 수

지원 금액

우수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5억 원

총 100억 원 한도

11개사

50억 원

동반성장·ESG펀드

10억 원

총 520억 원 규모 펀드

41개사

354억 원

더불어 상생대출

계약금액의 100% 내

제한 없음

11개사

7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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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기술협력 성과 공유

공감: Happy 일터 만들기

공생: 동반성장지원단 운영

성과공유제 | 2008년부터 ‘성과공유제’를 운영하여 중소협력사와

협력사 임직원의 행복한 일터 만들기 | 협력사 임직원들도 행복하

동반성장지원단 | 2010년부터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해 동반성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며 얻어진 성과를 공유

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협력사 임직원을 위한 복지제도

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기존 포스코건

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상시 아이디어 제안이 가능하며, 제안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직원들에게 장례용품을 지원하고, 현

설이 보유한 인프라와 역량으로 협력사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협력

아이디어는 사내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 체결

장 위생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며,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

사 니즈를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의 Two-Track 방식의 동반성장지

이후 협력사는 과제를 수행·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장기

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직원들의 불만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현

원단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원단은 건축, 인

공급권 부여, 공동특허 출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되며, ESG와

장 근로자 소리함을 설치해 불편 및 개선사항, 부당한 처우에 대한

프라, 플랜트, 안전, 구매, R&D등 총 6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중소협

연관된 아이디어의 경우 성과보상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ESG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근로자 임금 체불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협

력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2022년

아이디어의 제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력사 임직원들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

에는 700여 개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교육의 3개 분야

또한 기술협력 공모전을 통해 스타트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을 대상

고 있습니다.

에서 18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으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으며, 성과공유제와 연계된 보상을 지
급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가치를 창출합니다. 성과 공유 협약
체결 건수는 2019년 5건, 2020년 11건, 2021년 20건으로 지속적
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체결된 협약 20건 중 절반에 가
까운 8건이 환경 및 안전과 관계된 ESG 분야 과제로써 포스코건설
과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6개 프로그램)

모듈러 전기실 개발,
가스탱크 균열 실시간 감시기술 개발 등

컨설팅
(5개 프로그램)

안전역량향상 컨설팅, ESG 컨설팅,
포스코 강건재 이노빌트 지원단 등

교육지원
(7개 프로그램)

노무관리교육, BIM 전문교육,
안전보건교육 등

2022년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

성과공유제 추진 실적
과제명

협력사

비고

과제명

협력사

비고

UV_C 살균조명 THE ZERO LIGHT (원형 다운라이트)

미미라이팅

ESG 과제

차열비차열 고성능 방화문 개발

신흥강판

ESG 과제

UV_C 살균조명 THE ZERO LIGHT (사각 다운라이트)

아이엘사이언스

ESG 과제

세대현관문 디자인 및 스크래치 하자저감 기술 개발

대동철강공업

공동주택 문주 Pre-fab 공법 적용

포스코A&C

물류창고 계단실 코어 PC 벽체 공법 개발

아이에스동서

친환경 방수방근 시트 및 공법 개발

한양엔티

절점부 성능개선 합성형 합성 라멘 개발

에스엔씨산업

고강도 강재 활용 어스앵커 1열 띠장 공법개발

제이피이엔씨

굴삭기 버켓 자동안전 퀵커플러 적용

이지락

층간이음부 균열 저감을 위한 보강재료 및 공법 개선

지에스코

철근 대체 신소재 (GFRP-유리섬유 강화 폴리머) 적용

쎈엔지니어링

공동주택 청정환기시스템 각방 제어 개발

경동나비엔

저탄장 옥내화용 환기설비 응용기술 개발

훼이스

철근가공 손율 최적화 프로그램 개발

지에스코

폐플라스틱, 슬래그 복합재 및 고내식 강재를 융합한 친환경 거푸집 개발

이옴텍

고용량 전기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개발

위너스

욕실 악세사리 디자인 개발

엠아이리빙

공동주택 옥상조형물 Pre-fab. 기술 개발

엔아이스틸

석재 외장 패널 Pre-fab 공법 적용

대동에스엔티

72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SG 과제

ESG 과제
ESG 과제

ESG 과제

ESG 과제

INTRODUCTION

SUSTAINABLE BUSINESS

ESG VALUE CREATION

ESG FACT BOOK

Our Business Story #3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성과 창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
로헬리오 로메오, Concretex CEO

포스코건설은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 프로젝트 현장 개설 준비 기간 중 파나마 현지 시장 조사 결과, 다국
적 기업이 파나마 시멘트의 90%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쟁력 있는 가격에 자재를 공
급할 수 있는 현지 협력사를 모색하던 중 중견 레미콘사 Concretex를 발굴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Concretex에 R&D센터 레미콘 전문가와 협력으로 품질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협력사
와 동반성장과 파나마 레미콘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건설은 지속적으로 해외 현장
의 우수한 협력체를 발굴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시민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Concretex는 18년에 설립된 중견 레미콘사로, 이번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에서 포스코건설의 협력사로서 레미콘 공급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레미콘 공급업체로서 함께할 기회를 준 포스코건설에 진심으
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의 성공은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기대치를 뛰어넘
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서 저희가 정의한 ‘성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건설과 함께 조직한 품질보증 및 레
미콘 기술 개발팀 덕분에 본 프로젝트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최고의 수준으로 품질 요구사
항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코건설과 함께한 이번 프로젝트는 파나마인들의 삶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저희 Concretex 역시 한단계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품질 관리에 집중하여 파
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의 가치를 더해 나가겠습니다.

현지 협력사 Concretex와 미팅 현장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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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임직원
중요성 평가 결과

UN SDGs

인적자원
리스크 발생가능성

리스크 영향력

최근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확대되고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기술 인재 확보를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직업적 능력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의 수 증대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업시민으로서의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포스코건설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실천’의식과 ‘배려’의 마인드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채용하고 공정한 인사 체계를 운영

8.8 모든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 증진

영하여 체계적인 사내 성장 제도를 제공하고 구성원이 신체적/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복지

10.3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을
철폐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
로써 불평등 감소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더 유연한 근무환경과 성별, 국적, 장애 등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창의적인 성과를

인성과 소명 의식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하며, 임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기술인재 Master Plan 제도를 운
제도 및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창출하고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인사관리 기본 체계 및 인재 육성
포스코건설은 채용에서부터 육성, 평가와 보상에 이르는 인사 전 과정에 인사관리체계를 수

低근속직원 성장지원

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전략사업 및 일하는 방식 변화에 발 맞추어 자율적이고 유연

MZ세대 성장과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

한 ‘Soft’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신기술 및 시장 변화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Skill’
을 육성하며, ‘Smart’ 기술을 활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전문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
는 3S 전략을 추진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회사와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문
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Soft

Skill

Smart

· 자율적으로 유연한 Soft 조직
문화 구축

· 신기술·시장 변화에 능동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Skill 개발

· Smart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구
 성원의 소통 및 참여활동
확산
-심
 리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협업 문화 강화

-미
 래 전략사업 인력 양성
체계 수립
-신
 기술,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Re&Up Skilling

-건
 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Smart Tool 활용
-A
 I, RPA 등 업무 간소화 및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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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수행력 강화

개인주도의 학습·문제해결 전환

해외사업 수행인력 Pool 지속 확보,
해외현장 근무자 대상 교육강화

개인 주도의 문제발견·해결 학습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디자인씽킹 방법론 도입

핵심기술인재 육성
핵심기술인재의 역할/
단계별 체계적인 교육지원

교육을 통한 기업시민 실천

2021
중점 추진과제

협력사 전문역량 향상 및
취업준비생 기업실무 경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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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경영
채용

장애인 고용 확대

Dual Ladder 성장경로 수립

포스코건설 임직원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차원의 시

포스코건설은 2021년까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1%를 달

포스코건설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원칙으로 개인의 업무수행 역

너지를 창출하며,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소통하며 유연한

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채용 서류 전형 시 장

량에 따라 평가와 승진제도를 수립하고 Dual Ladder 성장경로

사고와 지속적 학습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인재를 선발하

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영직군의 직책자뿐

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전사적 고찰과

단 신설, 현장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표준사업장 연계고용 확대

만 아니라 기술인재의 성장을 위해 ‘핵심 기술인재 Master plan’

인식 강화를 위하여 신입사원 교육 시 ESG 및 기업시민 실천을 위

등의 노력을 통해 2021년 장애인 고용률 3.3%를 달성하였습니다.

을 시행하여 기술 연구 및 개발과 함께 미래 기술인재의 성장 경로

한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활동 과제를 부여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서는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Expert→Master→Chief Master)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술인

장애인 고용률

(단위: %)

2021

평가와 보상
포스코건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인력구조 변화에 따라 평가와

3.3

2020
2019

2.5
1.0

보상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회사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
해 직원 상호 협업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사평가

여성직원 현황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인별 업무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객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재경영 추진에 따라 여성 인재 신규 채용 및

적인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직원의 성장 지원 및 업무소통 활성
화를 위하여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업무계획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 업무 수행 실적에 대해서는 임원이 즉시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
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협업의 일하는 방
식 확산을 위해 구성원 상호 간 피드백을 주는 동료 평가를 신설하
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리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여성 임직
원 수는 2020년도 대비 약 100명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 임직원 중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 임직원 비율

경영임원
(실장, PD)

기술위원

상무보·
단장

Chief Master

그룹장·
PM

Master

섹션리더·
부소장

Expert

사내외 Top-Level
전문기술 역량 보유자로 프로젝트
전반을 리드하는 수준

사내 Top Level
전문기술 역량 보유자로 해당 기술
분야에서 기술 지도가 가능한 수준

육성인력 pool
핵심기술 역량 및 경험 보유자

(단위: %)

2021

11

2020
2019

재가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기술력 중심의 내실과 성
장동력을 갖춘 회사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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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포스코건설은 직원이 사원으로 입사하여 미래의 사업전문가 및

해외사업 수행 전문교육

건설경영아카데미

PM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직급 및 직무별 맞춤 교육을 운영하

수주단계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변동성과 위험성이 큰 해외

전 직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 직무교육으로 건설경영

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새로이 입사하는 신입사원을 위한 주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해외 PM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업 타당성 분석, 빅데이터

어 엔지니어 스쿨을 운영하고, 향후 리더로서 일할 대리부터 과장

양성 및 해외사업 커머셜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교육 내용은 기존

분석, 하도급/원가관리 실무 등 직무 연계성이 높은 콘텐츠로 구성하

의 교육과정과 차별화해 해외건설계약법, 클레임, 사업/공정관리,

고 있으며, 교육실적은 학점이수제도와 연계하여 승진요건으로도 관

경영 전반 등 해외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공사전반에 걸친 내용

리되고 있습니다.

직급의 핵심인력을 위한 사내 MBA 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
여 미래의 포스코건설을 이끌어 나갈 인재 육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 MBA
PM 양성 과정

주니어 엔지니어 스쿨

지식 습득에 대한 MZ 세대의 니즈를 반영하고 뉴칼라의 미래 리더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PM 양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자체적으

대졸공채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업무 시행착오 및 어려움 해소를 위

인력을 조기 육성하고자 대리부터 과장 직급의 분야별 핵심인력을

로 개발한 PM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PM 양성 과정은 건

한 성장지원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은 신입사원 입사 후 두 달 사

선발하여 사내 MBA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내용은 경영전략과

설업의 핵심 인력인 프로젝트 최고 책임자와 기술전문가를 육성하

이 4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기술직무교육과 세대 맞춤형 프로그램

마케팅, 재무 등 경영관리분야와 디지털 및 뉴칼라 분야로 구성되며

는 교육과정으로 사업관리 전문가로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유튜브 과정을 개설하여 신입사원으로 하여

이를 통해 기업경영 핵심 지식과 마인드를 갖추고 디지털 혁신을 선

직원의 성장과 행복을 높이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 리더 육성을

금 한가지 주제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도하는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목표로 총 2개월 이상 최신 이론의 교육과 가상의 프로젝트 체험, 직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위한 사내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고, 인

무 실습 등의 종합 학습을 제공합니다.

기 콘텐츠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으
며, 제작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 및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사 교육제도
리더십 교육
포스코
인재창조원 교육

포스코건설
교육

직무 교육
PM
양성 과정

커머셜 전문가
양성과정

글로벌/공통 교육
건설경영
아카데미

신입/경력
입문 교육

어학
교육

정년
퇴직자 교육

사내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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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문화
포스코건설은 조직 내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과 친밀한 관계 구축 등

임직원 간 열린 소통 활동 강화

구성원 간 긍정과 감사의 문화 확산

심리적 안정감 조성을 통해 ‘직원이 행복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를

임직원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고민하고

직책자가 산하 직원 또는 공동 업무를 진행한 타부서 직원에게 칭

지향합니다. 업무에 몰입하고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있습니다. MZ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영층에 직접 제언하

찬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와 선물 쿠폰을 발송하는 칭찬 쿠

하여 임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는 영보드(Young Board)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직접적인 소

폰제를 2020년부터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직책

통의 기회가 적은 임원진과 직원 간 진솔한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

자와 직원뿐 아니라 직원 간 감사 나눔 활동을 통해 구성원 간 총

하고 공감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임원 주재 비대면 Town Hall

17,957건의 칭찬/감사 메시지와 쿠폰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Meeting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원들 간의 대면 소통 활동에 제약이

에는 각 임원 단위별로 참여하고, 익명 방식으로 진행하여 소통의 새

발생함에 따라 만남이 어려워진 동료 직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직원 호응도(96%)가 높았

랜선회식을 지원하여 총 73개 팀 342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고 소통 모범 사례로 그룹사에 전파·확산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중심경영

열린 소통

임금 및 복지개선

임직원이 만족하는 조직문화
현장 중심의 경영 실천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매년 전 직원

건설산업에서는 현장과 Staff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과 현장중심의

을 대상으로 P-GWP(POSCO Great Work Place)를 조사하고

일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평가/승진 우대, 오

있습니다. 2021년 조사 결과 85점(100점 만점)으로 2017년 이후

지현장 보상 강화 등 현장직원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업무에 몰

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운홀 미팅과 같은 MZ

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

세대 맞춤형 소통활동 및 제도개선, 다양한 현장중심 활동, 직원 성

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현장 11개소 113명이 참

장분야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재 양성 및 주니어 MBA 신설 등이

여한 소통 간담회 ‘경영지원본부가 찾아갑니다’를 실시하여 현장 직

주요 상승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애로사항을 즉시 개선하
였습니다. 또한 Staff 직원의 현장 중심 마인드와 현장 직원들의 자
긍심을 높일 수 있는 ‘Thanks Delivery’를 실시하여 156개 현장

P-GWP 점수
(단위: 점)

3,285명 대상으로 Staff 직원들의 감사 메시지와 함께 하절기 필수
용품을 선물하였습니다.
81
84
85

사장님 Town Hall Meeting

직원 랜선 회식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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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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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포스코건설은 안정적인 가정을 건강한 직장생활의 근간으로 생각

출산휴가/육아 휴직 및 난임치료 지원

합니다. 임직원 복리후생을 기획할 때 임직원의 가족에게도 도움이

임직원의 출산 장려와 육아 부담을 덜고자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

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며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으며 육아휴직, 난임 치료비/휴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

으로 포스코건설은 2013년부터 계속하여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

이나 난임치료가 목적인 경우, 법정 기준일보다 7일 많은 연간 10일

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선진적인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임직원을 위한 감성 Care 실시
사내 어린이집 운영, 자녀 학자금 지원, 배우자 건강 검진비 지원 등
가족친화기업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
니라 해외에 부임 중인 임직원을 위해 직원과 그 가족에게도 심리상
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 혜택이 부족한 해외현장의 임직원을 위
해 비대면 진료, 에어 엠뷸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성장 지원
기업의 성장은 임직원의 성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 아래, 포스

포스코건설 가족친화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

배우자
검강검진 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

유치원,
대학교까지
자녀 학자금 지원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격년으로
20만원 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육아부담 해소

임직원 가족
선물 지원

이내의 휴가(6일 유급, 4일 무급)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이후
에도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연·재택 근무제, 육아휴직을 지
원하는 등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근무 직원을
위한 명절,
가정의 달 선물

가족 케어

노경협의회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활성화하고 본부 특성에 따른 의견의 반영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 전사 노경협의회와 본부 노경협의회 등 노사 소
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별 4~6명으로 구성된 본부협의

모성보호 및 저출생 지원

회는 본부 내 이슈 협의, 전사 노경협의회 건의사항 수렴, 고충 상담
등 노사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경협의
회를 통해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저출생
해법제도 개선

출산장려금
확대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육아휴직 기간
확대

· 태아검진 휴가
신청
· 난임치료 휴가제
및 치료비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첫째 100만 원
· 둘째 이상 500
만원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은
종일 혹은 일부
재택 근무 운영

·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시행
· 배우자 출산
휴가 지원

하여 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코건설은 임직원 성장을 위해 자기개발 휴직 제도를 신설하고, 다양
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러닝,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사내 교육 기회와 외부 교육 참여를 지원하며, 직무, 어학, 건강 관
련 강좌/도서구매에 최대 240만원/년까지 사용가능한 자기개발비
를 제공합니다. 학/석/박사 학위 취득을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
간 24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회계사, 노무사 등 자격 취득 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금·복지 개선 및 격려금 지급
매 분기마다 노경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원의 임금 및 전반적인 복리
후생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기본급 기준
2.5% 임금 인상을 적용하였으며,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범위와
조건을 개선하고 다자녀 직원 학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성
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3월과 9월 연 2회 격려금 및 상품권을 지
급하고, 복지카드 포인트를 증액하는 등 임직원의 복지 개선을 꾸준
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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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사 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주요 사항
건강·감성 Care
· 상급종합병원 예약 대행 서비스
· 심리상담 운영 강화

열린소통

· 해외 대상 에어앰뷸런스 운영
·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등

· 본부/실 타운홀 미팅
· MZ세대 영보드 운영
· 직원 소통 지원을 위한 랜선회식
· 구성원 간 칭찬·감사 나눔 활동

현장중심 경영
· 무재해 인센티브 제도 도입
· 해외극오지 현장 지원 제도 개선
· 경영지원본부가 찾아갑니다
· Thanks Delivery
· 현장안전관리 외국어 App 배포

성장지원
· 비대면 교육 확대
· 주니어 MBA·엔지니어링스쿨
· 전문기술인재 성장경로 신설
· Master PM인증 제도 도입
· HR제도 개선

임금 및 복지제도 개선
· 임금조정 및 격려금 지급

· 생활안정자금 기준 조정

· 복지카드 포인트 인상

· 국내출장여비 지급기준 개선

· 연차휴가 사용 지원 제도

· 친환경 공유자동차 지원

· 가정의 달 선물 금액 인상

· 다자녀직원 학자금 지원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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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중요성 평가 결과

UN SDGs

사회공헌
리스크 발생가능성

리스크 영향력

건설사업은 국내외에 많은 사업장을 보유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마주하게 됩니다. 포스코건설
3.8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의약
품, 백신에 대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보건적인 보건 서비스 달성

14.2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보호

4.4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직업적 능력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의 수 증대

15.4 생물다양성을 포함하여
생태계 보호

8.9 지역의 고유 문화 및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17.3 개발도상국을 위한
추가재원을 동원

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합니다.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하는 현장 연계형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ESG를 접목해 지속가능성을 높
이며, 이해관계자 참여로 임팩트를 높이는 사회공헌 추진전략을 실행하여 UN의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들의 봉사 참여와 1% 나눔을 기반으로 정부기관, 지자체, 비영리단체, 대학 등

11.1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한
주택, 기초서비스 접근 보장 및
빈민가 개선

사회공헌 추진체계

은 기업시민이자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업장이 속한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콜렉티브 임팩트 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Happy Builder ; 지속가능한 행복을 짓다

비전

Bring Sustainable Happiness to Community

포스코건설은 사회공헌 비전 ‘Happy Builder ; 지속가능한 행복을 짓
다’를 지향점으로 건설업 핵심역량을 활용해 UN 지속가능목표 달성에

핵심가치

WITH
“위드”

기여하는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Worth

Impact

가치 있는

임팩트 있는

Touching
감동이 있는

Harmony

이웃, 자연과 조화로운

건설업 핵심역량을 활용해 UN 지속가능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체계적인 사회공헌 추진

이를 위해 임직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해피빌더스 플랫폼
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피빌더스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
거환경개선과 자립을 돕는 Villagers, 환경생태계를 유지·보호하는
Greeners, 문화·예술 공연과 SNS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추진전략

Creators로 구성하여 사회공헌 실행의 추진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
고 있습니다.

추진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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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Biz 특성을 반영한 현장 연계 활동

지속가능 관점의
ESG 트렌드에 부합하는 활동

· 낙후된 도시 인프라 재생 및 현장 인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한 환경
보전 활동 추진

· 해외 건설기능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및
현장 채용을 통한 자립 지원

· 미래세대 대상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교육 및 실천

임직원 주도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봉사와 나눔체계 구축
· 임직원과 협력사, 입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Happy Builders 추진
· 재능봉사단 고도화

Happy Builders : Villagers + Greeners + Creators

INTRODUCTION

ESG VALUE CREATION

SUSTAINABLE BUSINESS

ESG FACT BOOK

콜렉티브 임팩트 파트너십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회공헌 솔루션을 Win-Win 파트너십으로 실행합니다.

최근 COVID-19를 통해 경험하였듯이 우리는 전세계가 하나의 사

이러한 통합적 공생가치 창출을 위해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기획

회로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일찍부터 지구촌이 공

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핵심

통적으로 직면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UN

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전문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창의적인 솔

SDGs)를 채택하고 기업이 혁신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주도적인 역

루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솔루션의 실행력을

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비영리단체, 타 기업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연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시

대를 확장하여 기업시민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민으로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핵심역량과 자원,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다양

그리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공론화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정

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기

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글로벌 모범

업과 이해관계자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공생가치를 창출하

시민 마인드를 기반으로 사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역량과 업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실행으로 사회문제 해결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코그룹 Collective Impact
포스코건설은 사회공헌활동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
도록 정부기관, 지자체, 비영리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는 ‘콜
렉티브 임팩트’*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콜
 렉티브 임팩트: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섹터 주체가 협
력하는 것

자립준비청년 지원, 두드림(Do Dream)
포스코1%나눔재단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
스코ICT 등의 그룹사들과 공동으로 아동보호시설 퇴소 청소년의
건강한 자립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두드림은 희망진로 설계와 교
육 프로그램 지원,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은 건축과 인테리어, 조경, 도색 등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
로 취업멘토링을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특수학교 안전시설 보강
포스코건설과 포스코O&M, 포스코A&C 등 건설부문 그룹사 3개
사의 Biz 특성을 반영해 장애특수학교 안전시설물 보강 사업을 추
진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한 장애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특수학교 2개교의 소방시설을 강화하였는
데, 1997년 개교한 연일학교는 방화문 12개와 방화셔터 2개를 교
체하고, 화재예방시스템을 자동화하였으며, 2008년 개교한 미추
홀학교는 방화문 34개를 교체하여 화재 발생 시 이동에 취약한 학
생들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3년(2019~2021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증

나눔문화 확산기여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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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특성 반영
건설업 비즈니스 역량과 임직원이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장 인근지역의 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시혁신스쿨(Urban Innovation School)

개발도상국 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KOICA IBS사업)

건설교육 아카데미

도시혁신스쿨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취약지역에서 추진하는

포스코건설은 직업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청년들을 대

자유학기제를 맞이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설업을 소개하고 이

새뜰마을 사업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대학, 해비타트(NGO)와의

상으로 ‘건설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를 돕는 ‘건설교육 아카데미’를 2016년부터 인천지역과 전국의

파트너십과 주민참여를 통해 최적의 도시재생 솔루션을 도출하고

현장 채용으로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지역경

현장 인근 중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은

실행하는 활동입니다. 2020년 의정부 신흥마을을 시작으로 2021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인

일일 교사이자 멘토로 학교를 방문하여 현수교 조립 등의 교보재를

년 전주 도토리골 마을을 거쳐 부산 밭개마을까지 사업을 추진했

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방글라데시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관심있는 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진행합니

습니다.

마타바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사 최초로

다. 2021년에는 거창 대성중학교 등 28개교, 3,500여명의 중학생

사회복지학과 경영학, 건축공학, 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의 교수와

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

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주민역량 강

tion, IBS)에 선정되어 사업비의 일부를 KOICA로부터 지원받게

WITH

인천시교육청,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사회적기업 로보메카

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되었으며 동시에 사업의 우수성과 공익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도시혁신스쿨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2021년에는 마타바리 지역 청년 250명이 건설기능 교육에 참여했

외국인근로자 지원

으며, 이 중 우수 수료자 105명이 포스코건설 마타바리 현장에 채

경제적 어려움과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있으며, 건설업 전문성을 활용하여 설계와 디자인, 견적, 구조, 건물
유지관리 등의 실무를 하는 임직원들이 전문가 멘토로 참여해 아이
디어를 개선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WITH

한국해비타트, 포스코1%나눔재단, 포스코O&M, 포스코A&C,
고려대, 경남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여대, 전북대, 한양대

용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
련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명의 현지인 강사를 육성하였
습니다. 더불어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PCCT(POSCO E&C Construction Craft Training)를 개발하
여 교육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WITH

현장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의료와 법률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 10개 과목의 진료와 처방약을 제
공하고 초음파, 골밀도, 심전도 등 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실시했습
니다. 또한 포스코건설 법무실 직원들로 구성된 법률지원 재능봉사
단이 근로 관계, 금전소비대차 등의 법률 상담과 함께 애로사항을 청

KOICA, 인하대 산학협력단, 포스코1%나눔재단

취했습니다. 2021년에는 인천 지역 건축 현장 두곳에서 진행하였
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WITH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선한의료포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결핵협회, 행동하는 의사회 등

프로젝트 결과물 예시 : 노인쉐어하우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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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관점의 ESG 트렌드에 부합하는 활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에도 ESG를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줄이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어르신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Eco-Dream 주거환경개선

원앤원(One&One)을 비롯한 인천지역 아동·청소년 지원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

포스코건설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청과 공동으로 총

포스코건설의 원앤원(One&One) 프로그램은 2010년에 시작된

포스코건설은 2020년부터 소방청과 공동으로 취약계층 어르신들

272세대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

최장기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놀이

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르신 안전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습

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의 현장 임직원들과 인근 소방서 대원들은 화

등의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0여 개의

니다. 일상생활 속 재난 상황 예방교육과 생활안전용품을 전달하고,

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화재위험

지역아동센터와 포스코건설 부서가 1:1 결연을 맺고 학습지원과 체

긴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가 담긴 119 안심콜 등록

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 등 집수리 활동

험활동, 시설 개∙보수 등 맞춤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

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15개 건설 현장과 관할 소방서

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종 심리적 어려

가 참여하여 700명의 어르신을 지원하였습니다.

를 설치하고,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는 골목소화기를 설치하

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비대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포스코1%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포스

코딩교실 등 온라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더불

코에너지, 포스코O&M, 포스코A&C 등의 그룹사와 이건창호, 경동

어 인천지역 그룹홈* 청소년들의 사회성 향상과 학력격차 해소를

나비엔 등 협력사가 공동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

위해 동아리 활동과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너지 절감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에코드림(Eco-Dream)’을 신규

*그룹홈 : 학대·방임·가정해체 등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가정 형

로 추진하였습니다. 복지시설에는 열회수 환기장치를 비롯하여 태
양광 발전기와 외벽단열 등을 시공하였고 가정에는 태양광발전기

태 보육 시설
WITH

초
 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그룹홈협의회, 포스코1%나눔재단

설치와 고효율 보일러 교체, 창호교체, LED등 교체 등을 통해 에너
소
 방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해비타트 , 이건창호, 경동나비엔,

소
 방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해 바다SEA 해양오염 예방활동
포스코건설은 2020년 해양경찰청과 해양환경보전 업무협약을 체
결하고 클린오션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민 참여 공모전과 해양환경 인식 교육과 홍보를 위한
영상을 제작해 보급하였습니다.
WITH

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습니다.
WITH

WITH

해
 양경찰청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지원

포스코1%나눔재단, 포스코에너지, 포스코O&M, 포스코A&C

포스코건설은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진들
이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420리터 규모의 냉동고 2대를 설
치하고, 야간근무가 많고 외출이 불가한 의료진들이 언제든 과자,
라면 등 간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니편의점을 지원하였습
니다. 또한 연수구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의료진들의 근무환경 개선
을 위해 몽골텐트와 노트북을 지원했습니다.
WITH

Eco-Dream 주거환경개선

원앤원 활동

인
 천시, 인천 연수구보건소

어르신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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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주도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봉사와 나눔체계 구축
임직원들의 봉사 참여와 1%나눔 등의 기부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직원 1%나눔 참여

재능봉사단

포스코건설 임직원들의 99.9%가 1%나눔에 참여해 2021년도 한

임직원들이 보유한 업무역량이나 지식과 전문기술을 활용해 이웃

해 동안 5억 8천여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회사의 매칭기금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능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을 더해 총 11억 8천여만 원을 포스코1%나눔 재단에 기부하였습니

재능봉사단을 창단한 이래 다양한 재능봉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다. 1%기금은 미래세대와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벽화그리기, 드론교육 봉사단 등에 더해

을 지원하는데 집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률지원 봉사단과 그룹홈 청소

또한 2021년 연말이웃돕기성금 4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년을 위한 스터디봉사단, 긴급 헌혈봉사단, 청년창업지원 봉사단 등

기탁하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2억 5천만 원을 기탁하였
습니다. 이 성금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공헌 활동 투입 비용

(단위: 억 원)

2021

68

2020

43
47

2019

을 새롭게 창단하여 총 20개의 재능봉사단이 활동했습니다.
WITH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해양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
스포츠단 운영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는 1년 중 약 2주간의 활동기간을 정해 전체

포스코건설 스포츠단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

포스코 그룹사가 동시에 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나눔 실천의 장입니

해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2010년에 창단된 체조단과 럭비단

다. 2021년에는 ‘희망의 온도는 높이고! 지구의 온도는 낮추고!’라

은 국내대회를 넘어 올림픽과 같은 세계대회에서도 메달을 획득하

는 콘셉트로 포스코그룹 6만 3천여 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

는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

시하였으며, 포스코건설은 코로나19로 지친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코건설은 스포츠단 운영을 통해 아마추어 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해

환경 개선, 환경정화를 테마로 임직원 2,292명이 참여해 6,698시

나가겠습니다.

간을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1%나눔참여 실적

(단위: 억 원)

1% 나눔 임직원 자율 기부금
1% 나눔활동 총 기부금액
12.0

10.8

11.8

9
5.4

4.5

2018

2019

6.0

5.8

2020

2021

임직원 봉사참여 실적
구분

인당 봉사시간
총 봉사시간
포스코건설 스포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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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시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4

17.7

14.7

11.9

109,897

97,752

76,163

6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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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x 문래동 스틸아트 공모전
포스코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x 문래동 스틸아트 공모전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신진작가의 꿈을 키워주고 문래동 철공장인들에게는 예

2021
공모전 진행
Process

술분야의 새로운 일감 창출과 도전을 지원하며, 더샵 고객들에게는 스틸아트 작품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WITH

서울시, 영등포구, (사)서울소공인협회,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매칭데이(제작 워크숍)

디자인 접수
및 평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디자인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1·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제작을 추진할 6점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매칭데이를 통해
디자인 제안자와 작품을 함께 제작할 철공장인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디자인
의미, 제작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작 워크숍

협업 제작
매칭데이 워크숍을 통해 맺어진 인연으로 대학생과 철공장인이 협업하여 스틸아
트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대학생이 디자인한 작품이 실제 제작되기 위해 필요
한 기술적 사항들은 철공장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등 협
업을 통해 서로의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시너지를 발현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철공
장인 협업 제작

전시회 및 시상식
서울시 강남에 위치한 더샵갤러리에서 스틸아트 전시회를 개최하여 완성된 작품

전시회

을 선보였습니다. 전시회 기간에는 SNS 투표 등을 통해 최종 순위를 선정하였으
며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경인로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소공인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설치

시상식

전시 기간 종료 후 작품들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장으로 보내져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
해관계자와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입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최우수 _The Sharp Symphony
군산 디오션시티 A4블록

우수 _Harmony in the sharp
더샵 남양주 퍼스트시티

우수 _채움
대구 도봉동 센트럴파크

발굴하고 전개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설치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85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 일관제철소

GOVERNANCE

INTRODUCTION

ESG VALUE CREATION

SUSTAINABLE BUSINESS

ESG FACT BOOK

이사회
포스코건설은 주주,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확보하고 책임 경영을 위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전략과 연간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주요 ESG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 운영

이사 선출에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사내이사 3명, 기타 비상무이사 3명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

2021년
이사회 운영 현황

였습니다. 비상무이사 중 2명은 PIF(Public Investment Fund,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6장 제38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9회

100 %

2021년 ESG 관련
의사결정 안건 수

2021년
심의 의결 안건 수

이사선임 내역
구분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이름

성별

한성희

남

송치영

남

제은철

남

전중선

남

Ahmed A.Al-Subaey

남

Jacobo F.Solis

남

소속 및 지위

現)포스코건설 사장

現)포스코건설 안전보건센터장
現)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

現)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대표이사)
現)Bahri CEO

現)PIF Senior VP

이력사항

前)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前)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환경 부소장
前)포스코 Asia 법인장

前)포스코 글로벌인프라부문장
前)Aramco Vice President

前)JP Morgan Chase & Co.

평가 및 보수
포스코건설의 이사진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직위, 담당직무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기준에 따
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과 및 보상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체 임원진 대상으로 KPI 수립 시 사회적 가치 및 ESG와 연관된 기업

의결

2021년 이사회
구성원 출석률

11건, 3건

의결

보고

30건, 5건
보고

이사회 ESG 관련 안건
일시

21.1.28

21.3.15

시민 실천수준을 개별 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지표 외에도 안전, 탄소저감, 컴플라이언스 등 비재무 지

21.4.29

표를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ESG 경영에 대한 책임경영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정 기준 및 보수액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1.6.21
21.9.29

21.12.13

안건

·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
· 외부감사인 선임결과 보고

· 사내이사 직위 부여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 2021년 안전보건 계획
· 2021학년도 인천포스코고 학교운영비 지원 기부금 출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 2021년 ESG 경영활동 계획 보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 2020 도쿄올림픽 체조단 포상금 기부출연
· 탄소중립 전략 보고
· 2022년 경영계획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2021년 기부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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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및 감사

주주구성

기업시민 카운슬

포스코건설의 주주 비율은 최대 주주인 포스코홀딩스 52.8%, The

포스코건설은 2020년 2월부터 분기별로 사장 주재 하에 전 임원이 참여하는 기업시민 협의체인 ‘기업시민 카운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audi Asian Investment Company* 38.0%, 포항공과대학교

기업시민 카운슬은 기업시민 및 ESG 관련 중장기 전략방향, ESG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및 ESG 성과 리뷰 등 기업시민, ESG에

2.1%, 우리사주 및 소액주주 7.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환경, 지배구조, 건설산업 관련 외부 전문가 3인을 자문위원으로 선임하여 대
외 트렌드를 공유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2.1%

The Saudi Asian
Investment
Company

38.0 %

우리사주 및
소액주주

7.1%

포스코홀딩스

52.8 %

* The Saudi Asian Investment Company: PIF 100% 자회사

기업시민 카운슬 외부 자문위원 구성
구분

소속

비고

Jayson Lee 대표

JLP International Inc

건축 및 도시개발 전문 컨설팅

윤진수 본부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연구 및 정책 자문

이은경 실장

UNGC 코리아

ESG 전략 자문(인권, 반부패 등 사회 영역 전반)

2021년 기업시민 카운슬 개최실적
일시

주제

강연/보고

특별 발표

3.22

ESG

ESG Trend 및 포스코건설 시사점

ESG 관점의 기업시민 실천 방안

감사의 선임

6.29

탄소중립

탈탄소의 시간과 건설산업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포스코건설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를 통하여 1명의 감사를 선임하

9.27

Socie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적 접근

2021년 CSR 추진방향과 중점사업

여, 회계와 업무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업무감사를 위

12.15

성과와 계획

기업시민 실천 성과 및 계획

P-GRT 활동 성과

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
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대한 추가검토 및 자료보
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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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의 수주 및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사회,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의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 운영

ESG 리스크 관리 강화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 수주에서 종료까지 예측 가능한 리스크를 식별하고 체계적인 사전 대응을 준

EU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산업별로 정의하고 판별하는 Taxonomy를 발표하

비합니다. 수주 RM 그룹은 수주단계의 종합적인 리스크에 대응하고, 원가기획그룹은 수행단계에서

였으며, 2021년 12월 한국에서도 K-Taxonomy를 발표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자체적으로 친환

의 실행예산 검토, 손익·공정·리스크 관리를 진행하며, 리스크솔루션 그룹은 프로젝트 이슈 관리를 수

경·친사회 사업을 분류하는 P-Taxonomy를 수립하고, 사업 수주 검토 단계부터 사업 수행 전반에 대

행합니다. 아울러 ESG 섹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자 수주 추진 사업에

한 ESG 관련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검토하여 경영진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시 활용할 수

대해 비재무적 요소인 친환경·친사회 사업여부, ESG 측면의 리스크/기회요인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주단계의 ESG 리스크 관리 검토 결과가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연계되어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수주단계
리스크 관리

사업설명회

리스크 검토회의

영업그룹 주관으로 사업정보
공유, 초기단계 예상 리스크 제기
및 대응방안 검토

수주 RM그룹 주관으로 법무,
금융, 견적 등 유관부서 공동으로
각종 리스크 및 대응방안 수립

헬스체크시스템
수행단계
리스크 관리

수주잔고, 미착공 프로젝트
현황, 공정, 기성, 수금, 지급,
원가 매출 등 미결사항 확인

Project+ing
사업초기부터 전사 역량 집중을
통해 Risk 조기 발굴 및 대안을 모색
하는 해외 PJT 초기단계 운영모델

ESG RM Process

사업심의회
CEO 주관으로 CFO, 본부장,
상임감사가 참석, 리스크 대응
방안 검토 후 사업참여 결정

지속가능사업 판별을 위한
P-Taxonomy 체계 도입

리스크 및 기회 요인 검토를 위한
ESG 체크리스트 적용

PJT 이슈점검 회의
PJT의 주요 이슈 사항을
경영층에 보고하여 전사적
리스크 대응 유도

객관화

구체화

정량화

내재화

단계별 리스크 관리 – 수주단계
일정 규모와 조건 이상의 사업에 대해 수주 전 내부 사업심의회를 열고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점수화

프로젝트 평가에 ESG 점수 반영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및 견적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 및 추진 일정을 검토하고 수주 금액과 공기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이후 리스크 검토회의를 통해 금융조건과 ESG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건전성 평가
를 실시하여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해 사업 심의 상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주단계의 최종 심사가 끝

Project Life Cycle에 따른 ESG 검토

난 후에는 유관부서의 의견을 카테고리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리스크 관리 – 수행단계
사업 수행 시 손익·공정·리스크 평가 사항에 대해 3개 등급(A-정상, B-유의, C-이슈)으로 분류하고 등급
별 차등관리를 진행합니다. ‘시공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착수에서 완료까지 각 단계별 프로젝트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경영층 이슈 점검 회의에서 전사적 리스크 대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주
· 사업 심의
· 수주 프로젝트
평가

착공
· 착공 보고 시 현장
기업시민 실천
계획 수립

구매
· 협력사 등록
및 ESG 평가

시공
· 현장 기업 시민
실천 수행
· 중간리뷰 및
모니터링

준공
· 준공 프로젝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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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윤리
포스코건설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 정립과 올바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동, 해외 부패방지법(FCPA) 준수 등 글로벌 수준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진실(Integrity), 공정(Fairness), 정직(Honesty)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Trust)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및 행동지침

윤리경영 전담 조직

윤리위원회 운영 현황

포스코건설은 2003년 10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윤리경영을 조직

포스코건설은 윤리경영 전담 조직으로 CEO 직속 정도경영실을 운

포스코건설은 윤리경영의 촉진과 관리감독을 위해 상임감사를 위

문화에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개정을 통

영하고 있습니다. 정도경영실은 윤리규범 교육과 준수 활동, 외부

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윤

해 윤리규범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예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예규,

민원처리, 윤리 리스크 진단계획 수립 및 실행, FCPA(해외부패방

리규범 재개정/폐지, 10억 초과 용역계약의 FCPA 관련 계약체결에

이해충돌방지 행동 예규 3종과 비윤리행위신고 보상 면책지침, 국

지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한 의결 및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구

내/해외 윤리실천 특별약관의 2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존 ‘윤리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여성 피해 직원의 인권 보호와 조사 및

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윤리규범 ‘제Ⅵ장. 윤리규범의 관리와 운

규범의 관리와 운영’ 지침은 윤리규범 제 Ⅵ장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사
규 앱 및 윤리경영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비윤리 행위 및 인사조치 강화

처리 과정 중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0년 8월 여성 감사인 및
여성 인사위원을 보강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전담 조직 구성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회사에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를 초래할 수
‘무관용 원칙(One Strike Out Rule)’으로 대응하며, 윤리사항 위

금품수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현금, 상품권 등) 및
물품 등을 제공받는 행위

횡령

전도금 등 회사 공금이나 자산을 유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착복하는 행위

정보조작

허위보고, 문서위조 등 업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위조, 은폐 및 유포하는 행위

인간존중 위반
(괴롭힘, 성희롱)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 이상의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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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 구성도
정도경영실

있는 4대 비윤리(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인간존중 위반) 행위는
반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에 명문화 하였습니다.

감사기획그룹
윤리실천섹션

감사1그룹

윤리위원회

감사2그룹

위원장

위원

간사

상임감사

각 사업본부 선임
실장, 법무실장

감사기획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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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비윤리 행위 신고제도 운영

클린 포스코 시스템 운영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라는 모토로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추천/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하도

수 있는 비윤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

록 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 누구든지 회사 내 제반 법규 위반, 비윤리

습니다. ‘클린 포스코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

부서장 주관 윤리교육

전 직원

적 행위, 부정한 수단이나 의도로 사손을 끼친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추천·청탁 경로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은

신임 직책자 윤리교육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24시간 내에 그 내용에 대해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시스템에 등록

현장 방문 교육

있으며, 윤리적 기업문화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비윤리 행위 신고

하여야 하며,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시

리더계층 윤리진단
결과에 따른 예방교육
인간존중 위반사건 발생
조직 재발방지 교육

보상 및 자진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인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1 임직원 윤리교육 수행 현황
교육명

교육 대상

교육횟수

교육인원

1회

4,896명

신규 PM 부임자

7회

168명

현장 팀장, 소장

4회

65명

윤리열위 조직 직책자

22회

22명

윤리열위 조직 여성직원

23회

51명

위반사건 발생조직
여성직원

4회

9명

리더계층 윤리진단

이해관계자 대상 윤리교육

파견 비서직 대상
인간존중 예방교육

파견 비서

11회

29명

리더계층의 ‘윤리의식‘ 및 ‘비윤리 여부’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취

포스코건설은 임직원, 자회사,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

대졸 신입사원 입문 윤리교육

대졸 신입사원

3회

82명

약한 현장/부서를 파악하고 교육함으로써 비윤리 리스크를 예방하

으로 온·오프라인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회사의 윤

경력직 윤리교육

신규 채용 경력직

3회

29명

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리더계층 윤리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리적 기업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용형태 전환직원

2회

57명

습니다. 2021년 4월 그룹장, 현장소장 등 총 261명의 직책자에 대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맞춤형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

고용형태 전환직원 입문
윤리교육
신규 채용
장애인 근로자 윤리교육

신규 채용
장애인 근로자

2회

7명

안전 직무전환자 윤리교육

안전보건센터 전입직원

5회

32명

비윤리 발생 사례, 대처요령 및 신고처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커머셜 전문가 양성과정
(해외부패방지법)

해외 PJT 관련 부서 직원

1회

38명

자회사인 포스코 O&M, 포스코 A&C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

합계

88회

5,485명

한 윤리의식 수준, 비윤리 행위 여부, 예방활동 및 개선 요청사항 4
개 영역에 대한 내용을 진단하였습니다. 진단은 직원 평가 및 직책자
자가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여 직원 평가 및 직책자 자가평가 간의 차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진단결과 평가 하위 대상자에 대해서
는 개별 면담을 통해 결과를 피드백하고, 관련된 부서/현장을 대상
으로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니다. 윤리교육을 통해 이해관계자 정의, 윤리규범, 4대 비윤리, 무
관용 처벌, 인간존중 위반행위(괴롭힘, 성희롱) 기준 및 예시, 사내

천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윤리 캠페인 자료를 제공
하고 있으며, 실무자 간담회를 주관하여 자회사와의 윤리 경영 활
동 현안을 공유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향후 활동 내용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2021 임직원 e러닝 교육 실적
성희롱 예방
e러닝

또한, IT 유지보수 직원 및 아파트 하자접수 직원 등 포스코건설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 중인 협력사 직원 337명을 대상으로 총 16차
수에 걸친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언택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윤리
e러닝

교육대상

수료인원

이수율

5,466명

5,466명

100%

교육대상

수료인원

이수율

5,434명

5,429명

99.9%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91

INTRODUCTION

SUSTAINABLE BUSINESS

ESG VALUE CREATION

ESG FACT BOOK

인권경영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
다. 포스코건설은 세계인권선언, UNGC 10대 원칙,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인권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존중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운영
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인권경영 정책

인권영향평가

신고/상담 센터 운영

포스코건설은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포스코건설은 인권 침해사례를 확인하고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

포스코건설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인간존중에 위배되는 행위

하기 위해 국제규범 및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인권헌장을 제정

별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실시 중이며, 인권영향평가

에 대해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사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과 관련된 인권 관련 부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조치를 시행하고, 사내 제도 개선, 예방조치,

공지, 사내방송 및 현장 Sign-board 부착 등 홍보를 통해 임직원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인권, 노동, 안전·보건 등 인권 내용이 담긴

교육 계획 등에 반영하여 인권경영을 조직문화에 내재화하고자 노

이 쉽게 상담 센터에 접속 및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사

공급사 행동규범을 제정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인

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시 기존에는 임직원의 직장 내 괴롭

례는 접수 2주 이내 피드백 원칙을 준수하여 평균 10.1일 내에 모두

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 성희롱 등 인간존중 위반 행위를 중심으로 진단하였으며, 2022

처리하였으며 적절한 구제방안 마련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위해

년부터는 노동, 환경, 안전, 고객 등 인권침해 사례 및 잠재적 리스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별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현장을 시작으로 공급망에 이르는 인권

아울러 2022년부터는 외국인 고객, 직원 및 근로자들도 간편하게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포스코건설은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 발생 가
능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 및 신고/상담 센터 운
영 등을 통해서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01

02

03

인권헌장 선언

인권경영 체계
수립 및 이행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 감지

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 금품수수, 인간존중 위반 등 4대 비윤리 행위를 포함하여 임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
포스코건설은 임직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직장 내 성희롱
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
성직원 대상 간담회, 직책자 주관 윤리교육, 리더계층 및 해외조직
윤리 진단 설문조사, 2차 피해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주제의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의 노동
권 회복을 위해 희망시 보직 전환, 적응 지원을 위한 수시 심리 모니

04

05

06

예방 및 구제조치

성과 평가 및 공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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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문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

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 예방 캠
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불, 안전 수칙 미준수 등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해 영문 신고상담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
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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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주요이슈
포스코건설은 국내외 기업과 관련된 인권 주요이슈 및 2021 기업과 인권 길라잡이 등을 준용하여 인권보호 및 존중을 위한 주요 인권 영역별 관련 제도를 수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역

내용

추진활동

주요 이해관계자

고용상의 비차별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고용상 지위 등에 따른 차별 방지

· 윤리규범을 통해 존중과 평등, 적법하고 인간적인 고용조건 보장 규정 마련

임직원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조합 또는 노경협의회 결성과 활동에 대한 자유 보장

· 노경협의회 운영

임직원

강제노동 및
아동 고용 금지

모든 형태의 강압적인 노동 금지 및 아동 고용 금지

· 유연근무제 운영

산업안전 보장

업무상 건강 및 작업 중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 이행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반 운영 및 재택근무 시행
· 현장별 안전 및 보건관리자 배치 확대 및 안전보건 프로세스 강화
· 안전 신문고 운영, 안전 미확보 시 근로자 작업거부권 보장
· 협력사 안전보건경영 체계 수립 지원
· Smart Safety 기술 개발
·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협력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및 업무상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방지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예규 제정
· 신고/상담센터 운영

임직원, 협력사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지속가능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

· 공급사 행동규범 및 윤리규범 준수 특별약관 제도 운영
· 협력사 ESG 경영 역량지원
· 노동자 임금 직불 확대
· 최저가 낙찰제 폐지

협력사

지역주민 인권보호
및 환경권 보장

건설현장이 위치한 지역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 환경영향평가 실시
· 현장 먼지, 소음 저감 기술 개발 및 적용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존 활동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임직원

고객 인권보호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고객의 다양한 권익 보호

· 샤피스트 운영
·B
 ig Data 기술 연계 지능형 품질 관리시스템, 층간소음 차단 기술 개발
· 블루엣 서비스 운영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공 및 응대 서비스 강화

고객

·위
 험 작업 거부권

·임
 직원 보호 규정

임직원,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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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포스코건설은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 내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 자체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임직원 모두가 공정거래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등급 업계 유일 AA 획득

포스코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포스코건설은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Program/CP) 등급 평가에서 국내 유일의 CP 등급 AA(우수)를 획

Compliance Program)’을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득한 건설사가 되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2003년 CP 도입 후 독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내부 준법시스템과 자율준수를 실현하여 기

립성이 보장된 정도경영실 상임감사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업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CP의 체계적 작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효과성 평가

연도

· CP 평가 AA등급 획득(국내 건설사 유일)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11차 개정

2020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상생발전) 수상
·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재발간

2019

·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공정거래질서 확립) 수상
·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우수‘ 등급 획득
· 표준하도급계약서 전 분야 도입

2016

· 하도급법 위반여부 자체점검 및 자진시정 체제 도입

규모의 협력사 경영자금 무이자 대여, 하도급계약 인지세 지원,

2015

· 하도급법 handbook 발간 및 배포

52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운영 등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2014

· 협력사 CP 도입 지원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1

· CP 평가 AA등급 획득

2010

· 공정거래자율준수점검체계 구축

2009

·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A등급 달성

2006

· CP 평가 A등급 획득

2005

· 공정거래 전담조직 신설(윤리실천사무국)
· CP 실천리더 임명

2003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운영

및 배포, 내부고발시스템(신고상담센터) 운영, CP 모니터링 실시,

자율준수협의회
포스코건설은 상임감사를 의장으로 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고 있습니다. 자율
준수협의회는 반기 단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각 위원이 공정거
래 실천리더들을 선정하여 자율준수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
원합니다.
의장
상임감사
간사
공정거래그룹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구매기획
그룹장

플랜트사업기획
그룹장

인프라사업기획
그룹장

건축사업기획
그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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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운영 모니터링

공정거래 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주기적 개정 발간

포스코건설은 더욱 세심한 공정거래 관리를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

포스코건설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정

자율준수편람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유롭고 공정

준수 프로그램(CP) 운영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최고경영진 보

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별/부서별 맞춤형 교육

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책자를

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제도는 CP 준수 여부 점검

을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점검사례 등에 대하여 현

말합니다. 포스코건설은 2008년 6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을 첫

방법에 대한 설명을 포함, 규정 준수 점검 결과에 대해 반기 1회 이

장 방문/점검 교육, 시청각 자료, 사내 공지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

발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CP 운영지침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상 대표이사 및 임원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하도급

해 직원들의 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교육을 상시적

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등 CP 기반을 공고히 다져왔고, 2021년

법 정기점검의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공정거래그룹에서 새롭

으로 실시하여 불공정 피해 예방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12월 11차, 자율준수편람 최종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게 개발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하며 하도급대금 법정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급기한 초과여부, 법정 서면 발급 여부 등을 한 화면에 표시하여

또한 공정거래그룹은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공정거래 위반예방 및

점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CP 운영 모니터링 운영과 지속적인 개
선을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수준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합니다.

재발방지교육의 실시를 유도하고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

임직원 공정거래 인식 강화

으며, 이와 같은 제도 마련으로 법 위반 및 신고 건수가 지속적인 감
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횟수

자율준수편람 발간
(2008.06)

현장교육

현장 PJT 공정률에 따라 관련 법
준수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26회
(프로젝트 26개)

동영상교육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으로 자체 제작한
E-Learning 영상 교육 과정

1회
(수료인원 3,975명)

자율준수편람 개정 11회
(2010.04~2021.12)

게시형교육

업무시스템 게시판 공지 형태의
공정거래 교육

8회
(조회수 4,478회)

하도급법 핸드북 발간
(2015.07)

팝업교육

업무시스템 팝업을 활용하여
임직원이 교육 내용을 따라쓰고
서명하는 참여형 교육

5회

맞춤식교육

신입사원, 직책자, 임원까지
수강 대상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정
거래교육

13회
(수료인원 784명)

포스코건설은 공정거래 교육 및 수시 점검, 관련 이슈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임직원의 공정거래 인식과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

교육내용

자율준수편람 재발간(건설업종 특성 반영)
(2020.06)
자율준수편람 최종 개정
(11차,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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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포스코건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법률 준수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취약점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ISO 27001 국제표준, 그룹사 정보보호 수준진단 기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 및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내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내외부 감사 프로그램)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ISO 27001)

구분

포스코건설은 정보보안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 표준인 ISO

외부 감사(External audit)

27001을 획득하였습니다. 기업의 정보보안 및 관리에 대한 중요
성이 높아지면서 프로젝트 입찰 시 국제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통

점검 주체
로이드 인증원

포스코

회계법인

내용

ISO 27001
심사

그룹사
보안진단

의식 점검
(피싱, 스미싱 등)

전산감사
(내부통제)

주기

연 1회

연 1회

분기

연 2회

대상

정보보호그룹

정보보호그룹

전 임직원

정보보호그룹

구분

내부 감사(Internal audit)

점검 주체
정보보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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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보보안
점검

생활보안
점검

자체
모의해킹

개인정보
보유현황 점검

보안 침해 등
이슈 발생 시

주기

수시

분기

연 1회

수시

수시

대상

개인정보취급현장
(분양사무소,
입주지원센터)

송도, 포항, 여의도,
광양 사무소

업무시스템 /
외부홈페이지

전 임직원

전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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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통합 보안 서비스 제공

사무실 및 현장 네트워크 개선

임직원 정보보안 교육

포스코건설은 국내 현장 인터넷 접속에 대한 정보보안 개선의 필

포스코건설은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보안

포스코건설은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정보통

요성을 인지하여 현장 하드웨어 VPN의 인터넷 트래픽 보안 클라

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장 110개소의 PC와 네트

신 생태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 의식 개선 및 정보

우드를 적용하였습니다. 국내 현장 110개소의 인터넷 트래픽에 대

워크 장비에 방화벽 및 보안 기능을 가동하여 서버 전염 위험을 예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을 업무 필요도에 따라

해 그룹사 보안 클라우드를 적용하여 사옥과 동일하게 사이트 접

방하였습니다. 아울러, 포항지역의 무선 네트워크 확대로 현장 업

분류하여 정보보호 인식, 제도 교육, 정보보호 실무자 교육, 정보

근 및 통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신망 발달에 따라 신규 장

보호 전문교육 등의 내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공합니

이 같은 방법으로 침입차단, Anti DDos, Virus wall, 메일 악성

비 지원 및 교체로 최신 보안 취약점을 방지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

다. 특히, 사고 사례위주의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피싱 및 스

비하고 있습니다.

미싱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코드 차단, 그룹사 방화벽, 침입방지, APT탐지, 웹방화벽, 통합

보안기준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정규직 기준 98%가

DNS, 백본스위치 등 10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성을 확
보하였습니다.

스마트홈 보호체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IoT),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홈 서비스 보급이 보편화
· 현장에서도 통합 데이터센터를 통한 인터넷 사용으로 보안성 강화
10대 보안 서비스

인터넷

그룹사 보안 클라우드

송도/포항/광양 사무실

· 침입차단(방화벽)
· Anti-DDoS
· Virus Wall
· 메일 악성코드 차단
· 그룹사 방화벽
· 침입방지(IPS)
· APT 탐지
· 웹방화벽(WAF)
· 통합 DNS
· 백본스위치

되면서 신기술 보급에 따른 홈, 가전, CCTV에 대한 불법조작 예
방, 보안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IoT 가전 및
모바일 제품을 대상으로 IoT 보안 인증 혹은 보안체크리스트를 적
용하여 디지털도어락, 가스밸브, 온·습도 센서, 월패드, 홈캠, 공유
기 등 실생활 적용 제품의 구매기준을 수립하고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보호 체계는 IoT 제품과 모바일 서
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

임직원 온라인 보안교육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JT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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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스코건설은 국내외 사업활동 수행 시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재무성과는 해당 국가의 조세율의 적용을 받으며, 국제조세제도
및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소득 이전 및 조세회피를 통한 부당한 이익은 일체 취하지 않습니다.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 등 조세정책에 관한 내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조세전략

세무 관련 이해관계자 소통

2021 법인세 현황

포스코건설은 매년 개정되는 세법 내역을 반영한 조세전략을 수립

포스코건설은 과세당국과 투명하고 건전한 관계 유지를 위해 소명

세전이익

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시 세금관련 회계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무신고와 납부

리를 평가 받고 있으며, 외부 세무법인 등을 통하여 세무조정 자문을

기한을 준수하고 있으며,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적격 증빙을 문서화하

2021

실시하여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 보관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국내 거래에서는 공정하고 적법한

(단위: 억 원)

3,533

2020

2,905
2,161

2019

가격으로 계약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

조세 리스크 관리
포스코건설은 재화 및 용역 거래, 국제거래, 신규사업 추진, 자산매
각 등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가능한 모든 세무 리스크를 사전
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검토 시, 외부 세무전
문가의 자문과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상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 거래에서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각국 법규에 따른 정
상가격거래를 원칙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국외 특수관계자와
의 거래 시에는 국제거래정보통합 보고서(BEPS 보고서)를 작성하
여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

(단위: 억 원)

2021
2020

1039
482
754

2019
납부 세액

(단위: 억 원)

2021

955

2020

905
815

2019
유효 세율

(단위: %)

2021
2020

29.4
16.6
34.9

2019
실질 세율
2021
20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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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파이낸싱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설 산업은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건축과 관련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이러한 흐름에 앞장서 녹색채권이자 사회적
채권인 ESG 채권을 발행하여 친환경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을 건설하고 중소협력사에 대한 공사 기성금을 조기지급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ESG 금융 생태계 조성

국내 건설사 최초 해외 ESG 채권 발행

ESG 파생상품 계약 체결

포스코건설은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ESG 금융의 확대를

투자자들의 ESG 투자 수요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ESG 채권을 발

포스코건설은 국내 최초로 SC제일은행 및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C제일은행과 ESG 파생상품 계약을 체

행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2020년

은행과 폴란드 바르샤바 소각로 프로젝트에서 온실가스를 절감하

결하고 무역금융 및 Green Loan 등 ESG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

Sustainalytics의 인증을 받아 국내 건설사 최초로 1,200억 원

고, 녹색건축(G-Seed) 인증을 획득하는 등 ESG 활동 목표의 달성

한 정책 및 방안들에 대해 전략적 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규모의 해외 ESG 채권을 발행하는 등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ESG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

우리은행과는 ESG 사업에 대한 여신 및 우대금리를 제공받고 회사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신용평가에서 1등급을 받고,

했습니다. 본 계약을 통해 포스코건설은 기존 선물환 계약에 온실가

1,400억 원 규모의 국내 ESG 채권을 발행하여 채권의 투명성 및 투

스 절감 및 녹색건축(G-Seed) 인증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했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직원 및 중소협력사를 위한 모바일 금융상품과 상생결제시스템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는 ESG 민간투자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ESG 사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하며, 양사가
추진하는 ESG 민간투자사업에 외부기관의 ESG 인증 획득을 적극
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SG 채권 발행 자금 배분 현황
사회경제적 발전
및 역량강화

친환경
건축물

친환경
교통수단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지원대상
사업

중소 및 협력사
기성금 조기지급

녹색건축인증(G-SEED)
우수 획득

신안산선
고속철도

동반성장·
ESG펀드 조성

장애인
사업장 지원

상세
프로젝트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공사 대금 조기지급

송도 더샵 센터니얼 외
2개 프로젝트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철도시설 지분투자

협력사 대출금리
우대 적용

포스코
휴먼스

1,017억 원

78억 원

234억 원

31억 원

구분

우리은행 업무협약식

2020년
2021년

700억 원

700억 원

신한은행 업무 협약식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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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

ENVIRONMENTAL
온실가스 배출량 1)
구분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2)

단위

2019

2020

2021

tCO2eq

46,903

47,882

43,146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1)

tCO2eq

7,517

6,200

6,560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2)

tCO2eq

39,386

41,682

36,586

기타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3)

tCO2eq

25,816

14,570

1,108,020

원부자재 및 서비스 구매

tCO2eq

-

-

1,075,883

자본재 투자 및 구매

tCO2eq

-

-

172

원부자재 운송

tCO2eq

-

-

15,642

사업장 발생 폐기물

tCO2eq

-

-

14,912

임직원(국내) 출장

tCO2eq

-

-

877

임직원(국내) 통근

tCO2eq

-

-

534

0.7

0.7

0.6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Scope 1+2)(매출액 기준) 2)

tCO2eq/억 원

1)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기준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기준 연도(base year)는 2020년임.
2)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산정 시 기존에는 연결기준 매출액을 사용했으나, 당해연도 보고서부터 별도기준 매출액을 사용하여 수치 변동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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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원재료 사용
구분

총 에너지 사용량
직접
에너지 사용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단위

2019

2020

2021

GJ

933,971

955,218

866,444

직접 에너지

GJ

-

94,444

99,228

휘발유

GJ

-

10,522

등유

GJ

-

디젤

GJ

차량용 LPG

구분

비재생
원재료
사용량*

단위

2019

2020

2021

철근(비재생)

천톤

299

289

258

시멘트(비재생)

천톤

193

130

118

11,009

아스콘(비재생)

천톤

51

31

27

29,370

38,747

레미콘(비재생)

천m3

-

38,075

34,697

모래(비재생)

GJ

-

741

1,377

자갈(비재생)

재생연료

GJ

-

-

2,130

천연가스

GJ

-

15,736

11,268

간접 에너지

GJ

-

860,774

767,216

전기(전력)

GJ

-

846,732

760,838

스팀

GJ

-

14,042

6,378

12.96

13.14

12.34

에너지 사용 원단위(매출액* 기준)

GJ/억 원

3,458

2,892

천m

15

9

3

천m

3

4,234

3,159

3,248

수자원 사용
구분

용수 취수량

단위

2019

2020

2021

총 용수 취수량

톤

751,601

684,849

579,339

도시 상수도

톤

566,937

572,865

566,937

지하수

톤

172,262

97,783

0

우수 및 중수도

톤

12,402

14,201

12,402

10.43

9.42

8.25

용수 취수량 원단위(매출액* 기준)

톤/억 원

용수 사용량

톤

-

528,242

433,239

폐수 방류량

톤

146,100

156,607

146,100

* 별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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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량

환경법규 위반
구분

일반 폐기물
배출량

건설 폐기물
배출량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총 배출량

톤

48

59

20,249

재활용 처리량

톤

0

0

18,028

소각 처리량 1)

톤

0

0

4

매립 처리량

톤

48

59

2,216

톤/억 원

0

0

0.3

총 배출량

톤

0

0

22

재활용 처리량

톤

0

0

2

매립 처리량

톤

0

0

20

총 배출량

톤

846,770

633,722

1,006,396

재활용 처리량

톤

584,934

633,620

1,006,184

소각 처리량

톤

101

94

138

매립 처리량

톤

261,735

8

74

11.75

9

14

846,818

633,883

1,026,6672)

11.8

8.7

14.6

69.1

3)

99.8

일반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매출액 기준)
지정 폐기물
배출량

ESG FACT BOOK

ESG VALUE CREATION

건설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매출액 기준)

톤/억 원

총 폐기물 배출량(지정+일반+건설)

톤

총 폐기물 배출량(지정+일반+건설)
원단위(매출액 기준)

톤/억 원

총 폐기물 재활용률(지정+일반+건설)

%

99.9

1) 소각처리되는 폐기물은 적법한 운반, 처리 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위탁계약으로 에너지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환경법규 및 규제 위반으로 발생한
행정조치의 수

단위

2019

2020

2021

건

63

55

65

과태료

건

-

-

44

비금전적 재제(개선명령)

건

-

-

21

환경생태 법적 의무 및 규제 위반 횟수

회

-

-

0

친환경 사업 매출액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친환경 서비스 매출액*

억원

67,344

66,302

63,260

친환경 제품 구매

억원

579

430

1,179

단위

2020

* P-Taxonomy 분류체계 기준 매출액 산출

환경관리 전담자 교육
구분

교육 인원 수

명

2021

370

890*

* 2021년 환경관리체계 개선 이후 참여 인력 증가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개발 사업 시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철거공사를 시공사가 포함하게 되어 포스코건설의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수주 PJT 수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
3)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계약하여 매립, 소각처리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함에 따라 2020년 폐기물
재활용률이 급격히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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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임직원 현황
구분

국내외 전체 임직원 수
임직원 현황
직원 수

임원 현황

성별

직책자*
현황

고용별

2019

2020

2021

구분

명

5,555

5,528

5,897

명

5,526

5,501

5,872

임원 수

명

29

27

25

남성

명

29

27

25

여성

명

0

0

남성

명

5,006

여성

명

임직원 여성 인원 비율

임직원
다양성

단위

2019

2020

2021

장애인 재직 인원 수

명

54

119

159

외국인 재직 인원 수

명

3

2

2

명

200

186

205

중국

명

13

8

6

0

인도/파키스탄

명

10

4

1

4,940

5,197

중동/아프리카

명

28

9

5

520

561

675

북중미

명

4

17

33

%

9.4

10.2

11.5

남미

명

24

9

33

직책자 수

명

338

472

482

유럽/CIS

명

1

4

24

남성

명

336

465

474

* 직책이 리더 이상 임원 미만

여성

명

2

7

8

직책자 여성 인원 비율

%

0.6

1.48

1.6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명

3,678

3,674

3,582

남성

명

3,492

3,483

3,371

여성

명

186

191

211

명

1,848

1,827

2,290

남성

명

1,514

1,457

1,826

여성

명

334

370

464

기간제 근로자 수

104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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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 및 이직

육아휴직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신규 채용자 수

명

1,181

1,133

1,611

성별

남성

명

930

906

1,286

여성

명

251

227

325

30세 미만

명

420

363

514

31세 이상 51세 미만

명

605

626

876

51세 이상

명

156

144

221

기간제 근로자

명

1,002

940

1,378

남성

명

771

732

1,083

여성

명

231

208

295

명

179

193

233

남성

명

159

174

203

여성

명

20

19

30

명

71

99

187

자발적 이직자수

명

-

67

149

비자발적 이직자수

명

-

32

38

남성

명

66

96

187

여성

명

5

3

0

30세 미만

명

-

9

5

31세 이상 51세 미만

명

-

37

31

51세 이상

명

-

53

151

연령별

고용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직자 수

성별
연령별

ESG FACT BOOK

ESG VALUE CREATION

육아휴직
대상자

단위

2019

2020

2021

합계

명

1,669

1,571

1,521

남성

명

1,620

1,519

1,463

여성

명

49

52

58

합계

명

30

44

85

남성

명

20

27

52

여성

명

10

17

33

합계

명

28

31

51

남성

명

9

10

33

여성

명

19

21

18

합계

명

37

19

44

남성

명

-

11

20

여성

명

-

8

24

합계

명

35

17

41

남성

명

-

9

32

여성

명

-

8

9

합계

%

94.6

89.5

93.2

남성

%

-

73

140 2)

여성

%

-

100

54

1년 이상 근속 유지율

%

96.6

88.6

89.7

육아휴직 복직률

%

94.1

89.5

93.2

육아휴직
사용자

육아휴직 복귀 후
1년 이상 근속자

육아휴직
복귀 대상자

육아휴직
복귀자

육아휴직
복직율1)

1) 육아휴직 복직율 = 육아휴직 복귀자 / 육아휴직 복귀 대상자
2) 21년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이 21년에 복귀하면서 21년 복귀대상자보다 수가 많아지게 되어 나온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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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교육*

재해율
구분

총 교육시간

단위

2019

시간

총 교육비용

-

시간/명

인당 교육비용

백만 원

2020

-

백만 원

인당 교육시간

59
0.62

2021

218,625
1,603
55.9
0.41

구분

195,472
1,848
50.4
0.48

임직원 정기 성과 평가 수행 비율
구분

고용별 비율

2019

2020

2020

2021

‱

0.30

0.35

근로손실재해율(LTIR)2) (임직원+협력사)

20만 시간당 발생 건 수

0.15

0.19

총 기록사고발생율(TRIR)3) (임직원+협력사)

20만 시간당 발생 건 수

0.28

0.32

임직원

협력사
단위

단위

사망만인율1)

* 임원+정규직+PJT 전문직 기준

성별 비율

ESG FACT BOOK

ESG VALUE CREATION

2021

사망자 수(FAT)4)

명

0

0

재해자 수(LTI)5)

명

0

0

근로손실재해율(LTIR)

20만 시간당 발생 건 수

0

0

총기록사고발생율(TRIR)

20만 시간당 발생 건 수

0

0

사망자 수(FAT)

명

2

1

재해자 수(LTI)

명

44

64

남성

%

98.0

97.9

86.7

근로손실재해율(LTIR)

20만 시간당 발생 건 수

0.18

0.23

여성

%

93.0

96.4

96.5

총기록사고발생율(TRIR)

20만 시간당 발생 건 수

0.34

0.39

정규직

%

98.0

98.2

90.6

1) 사망만인율=(사망자 수/상시근로자 수)x10,000

비정규직

%

92.0

92.5

89.7

2) Lost Time Injury Rate=(FAT+LTI) / 연 근로시간

%

100

100

100

직급별 남성대비 여성의 기본급 비율

3) Total Recordable Injury Rate=TRI / 연 근로시간 X 200,000
4) Fatality: 업무상 상해 사망자수
5) Lost Time Injury: 근로손실사고 상해자 수(휴업 3일 이상 또는 치료 4일 이상 필요 상해)

임직원 고충처리

노사관계
구분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사이버 신문고(내부직원 신고)

건

4

4

4

With POSCO 광장

건

151

173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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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19

2020

2021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원 수

명

711

601

391

노동조합 가입자

명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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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정보

사회적 기업 구매
구분

전체 협력사 수(등록 협력사)

단위

2019

2020

2021

구분

개사

1,863

1,817

1,906

설비

개사

757

761

813

공사

개사

741

691

705

자재

개사

365

365

388

지역사회
인당 봉사시간

단위

시간

2019

2020

17.7

총 봉사시간

시간

97,752

76,163

69,996

1%나눔 임직원
자율기부금

억원

5.4

6.0

5.8

1%나눔활동 총
기부금액

억원

10.8

12.0

11.8

사회공헌활동 총 지출 비용

억원

47

43

68

현금 기부 금액

억원

43

42

67

사업비(경영비용)

억원

0.17

0.18

0.25

사회공헌 투자

2020

2021

12.9

24.5

30.4

한국사회적기업 인증 기업

억원

-

-

13.0

1)

구분

11.9

2019

억원

2021

14.7

단위

장애인 표준 고용인증 획득기업

고객 만족 관리
구분

임직원 봉사

ESG FACT BOOK

ESG VALUE CREATION

고객 만족도

소비자 의견
및 불만사항

단위

2019

2020

2021

조사 적용범위2)

%

21.2

21.1

24.7

조사 점수3)

점

83.1

70.8

71.1

접수 건수

건

711,303

1,063,294

819,010

처리 건수

건

689,591

1,045,312

807,516

처리 비율 4)

%

97.0

98.3

98.6

1) 포
 스코건설은 KS-QEI 한국품질만족지수 측정 모델을 활용하여 자체 만족도 평가를 실시함.
2) 고객 만족도 조사 적용범위=(조사대상 세대 / 준공 후 10년 이내 세대)
3) 조사대상 세대 중 500건의 표본을 추출하여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며 2019년은 대면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4) 포스코건설은 접수된 소비자 불만사항 및 하자처리는 모두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건수가 당해 년도에 처리되지 않고 다음 해에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처리비율이 100%보다 항상 적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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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1)

이사회 운영현황

신고시스템 에 접수된 신고 현황
구분

이사회 구성

성별

2019

2020

2021

구분

사내이사 수

명

2

2

3

사외이사 수

명

0

0

0

기타 비상무이사 수

명

3

3

3

남성

명

5

5

6

여성

명

0

0

0

수

10

10

9

의결

건

41

33

30

보고

건

2

2

5

%

93.3

100

100

이사회 개최
이사회 안건 심의

단위

이사회 참석률

업무/
윤리신고

전체 신고 수

단위

2020

2020

2021

건

517

446

470

민원(고객불만, 협력회사 고충 등)

건

498

420

448

4대 비윤리

건

19

26

22

인간존중위반 감사

건

5

4

5

인간존중위반 인사조치

명

7

14

13

1) 홈
 페이지, 유선, 이메일

정보보안
구분

윤리교육
구분

단위

2020

2021

임직원 기업윤리 교육(e러닝) 이수율

%

99.5

99.9

임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e러닝) 이수율

%

99.8

10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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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19

2020

2021

정보보안 인증을 받은 사업장 비율

%

100

100

100

정보보안교육
이수자 수

정규직

명

-

3,538

3,511

계약직

명

-

1,598

1,195

정보보안교육
이수율

정규직

%

-

96.3

98.0

계약직

%

-

87.5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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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SO 26000 Index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페이지/내용

UN SDGs

공통주제(Universal Standards 2016)
GRI102:일반보고(General Disclosure)
조직 프로필

5

102-1

조직명

102-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102-3

본사 위치

5

102-4

사업장 위치

6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5

102-6

시장 영역

16~25

6, 16~25
6.3.10/6.4.16.4.2/6.4.3/6.4.4/
6.4.5/6.8.5/7.8

5

102-7

조직 규모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102-9

조직 공급망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102-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13

102-13

가입협회

120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

102-15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윤리 및 청렴성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거버넌스

102-18

거버넌스 구조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02-41

단체협약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30~36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37~38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체 목록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전략

보고관행

2021 사업보고서(349)
68~69, 107
2021 사업보고서(6~14)
89, 113

4.7/6.2/7.4.2

2
38

4.4/6.6.3

90~91

6.2/ 7.4.3/7.7.5

87
33
근로조건 및 복지와 같은 노사 관련 사항은 노경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5.3

5.2/7.3.2/7.3.3/7.3.4
/7.5.3/7.6.2

33

2021 사업보고서(4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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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FACT BOOK

UN SDGs

공통주제(Universal Standards 2016)
GRI102:일반보고(General Disclosure)
보고관행

102-47

중대 주제 목록(List of material topics)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102-50

보고 기간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102-52

보고주기

About this report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About this report

102-55

GRI Content Index

109~112

102-56

외부 검증

116~117

주제(Topic)

38
101, 103, 106
(변경된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주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About this report
5.2/7.3.2/7.3.3/7.3.4
/7.5.3/7.6.2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About this report
About this report

페이지/내용

특정주제(Topic-specific Standards)
중요이슈 1: 사업장 안전
GRI103: Management
Appraoch 2016
GRI 403: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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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2, 3

Management Approach

55

403-1

산업안전보건시스템

55~56

403-2

위험요소 파악, 리스크 평가, 사고 조사

403-3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403-4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구성원 참여 및 소통

403-5

직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근로자 교육

61~62

403-6

구성원 건강 증진

63, 78

403-7

산업안전보건 리스크 예방 및 감축

70

403-8

산업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에 적용 받는 임직원/협력사

56

403-9

재해율

107

57, 59~60
63
6.4.6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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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제(Topic-specific Standards)
중요이슈 2: 기후변화
GRI103: Management
Appraoch 2016

103-1, 2, 3

GRI 302: Energy 2016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GRI 305:
Emissions 2016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Scope 1)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2)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Scope 3)

101

Management Approach

47

41

Management Approach
6.5.4

102
101

6.5.5

101

중요이슈 3: 폐기물
GRI103: Management
Appraoch 2016

103-1, 2, 3

GRI 306: Waste 2020

306-1

폐기물 배출량 및 주요 폐기물 관련 영향

51

306-2

주요 폐기물 관련 영향 관리

51

306-3

폐기물 배출량

103

306-5

소각, 매립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103

중요이슈 4: 원가 경쟁력 제고 및 수익성 향상
GRI103: Management
Appraoch 2016
GRI 201: Economic
Performance 2016

103-1, 2, 3
201-1

Management Approach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8
8~9

중요이슈 5: 미래유망사업 발굴
GRI103: Management
Appraoch 2016

103-1, 2, 3
-

Management Approach

16

연구개발 투자비

8

Management Approach

24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 적용율

24

중요이슈 6: 혁신기술
GRI103: Management
Appraoch 2016

103-1, 2, 3
-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보고서

111

INTRODUCTION

주제(Topic)

SUSTAINABLE BUSINESS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ESG VALUE CREATION

페이지/내용

특정주제(Topic-specific Standards)
중요이슈 7: 대기오염
GRI103: Management
Appraoch 2016

103-1, 2, 3

Management Approach

47

2021년 먼지억제제 적용 및 승인 현장 수

50

Management Approach

47

환경 법규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제재 건수

103

Management Approach

74

401-1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

105

401-2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78

401-3

육아휴직

105

404-1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106

Management Approach

64

고객 만족 관리

107

중요이슈 8: 환경법규
GRI103: Management
Appraoch 2016
GRI 307: Environmental
Compliance

103-1, 2, 3

307-1

중요이슈 9: 인적자원
GRI103: Management
Appraoch 2016
GRI 401:
Employment 2016

GRI 404: Training
and Education 2016

103-1, 2, 3

중요이슈 10: 고객만족
GRI103: Management
Appraoch 2016

103-1, 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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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UNGC)는 기업 지속가능성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의 10대 원칙을 경영전략과 운
영에 내재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UNGC의 10대 원칙을 지지함과 동시에 경영 전반에 유엔의 원칙에 동행하고자 2021년 5월
에 UNGC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 행동하며 다른 사회적 주체와 상호협력하여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구분

인권

내용

보고 페이지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92~93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92~93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92~93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92~93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92~93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92~93

노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환경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혁신을 촉진한다.

반부패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41~44, 47
50~53
19, 23, 47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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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Index

주제

코드

IF-EN-160a.1
프로젝트 개발의
환경영향

측정지표

환경과 관련된 허가, 표준, 규제의 위반 건수

답변

65건
프로젝트 착수 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따라

IF-EN-160a.2

프로젝트 설계, 부지, 공사 관련된 환경적 위험성을
평가·관리하는 토의 절차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예측 및 평가하고 승인기관의 승인절차를 득하여 공사 수행하고 있습니다.
착공 이전 먼지, 소음, 폐기물 등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환경관리 교육, 비상훈련, 의사소통을 통해 철저한 현장 환경관리
수행 중입니다.

IF-EN-250a.1

하자 및 안전관련 재작업 비용

610억 원(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

IF-EN-250a.2

하자 및 안전관련 사고에 따른 법적절차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규모

161.1억 원

IF-EN-320a.1

직접 고용인원·도급 근로자의 총 재해율 및 사망률

총 기록사고발생률(TRIR) : 0.32(20만 시간당 발생 건 수)

IF-EN-410a.1

제3자의 지속가능경영 인증을 받은 프로젝트 및
관련 인증 중인 프로젝트 수

- LEED 인증 총 17건(2010~2018년)
- 2021년 준공 기준 G-SEED 인증 총 9건

구조적 안정성
및 안전

사업장 안전보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고단열·고기밀 창호,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조명(LED)과
지열·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건물 녹지화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인프라의 영향
IF-EN-410a.2

프로젝트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에너지 및 물 효율성에
대한 고려 절차

또한, BIM 기반 환경성능 및 에너지 분석 시스템을 에너지 절감 설계를 개발하여, BIM을 통해 2차원
평면적 정보를 3차원 입체 설계로 전환하여 건축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조, 조망, 방향 등의 건축 환경성능을 효율적으로 해석하고, 냉·난방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효율성 상향을
위해 중수 및 우수 재활용 시스템, 절수형 기기 등 물 절약 기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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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지표

답변

IF-EN-410b.1

탄화수소 및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주 잔량

- 탄화수소 관련 프로젝트 수주 잔량: 9,562억 원(석탄,석유 등 포함, 가스발전 제외)
-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주 잔량: 16,529억 원(생활폐기물, 태양광, 연료전지 포함)

IF-EN-410b.2

탄화수소 관련 프로젝트 수주 잔량 취소 규모

0억 원(2021년도에는 수주취소가 없음)

IF-EN-410b.3

기후변화 완화 관련 비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 잔량

17,775억 원(일반철도, 경전철, 지하철, 차량기지 등 대중교통 관련)

IF-EN-510a.1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s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하위 20위 국가 내 프로젝트 수 및 수주 잔량

1,200억 원(베네수엘라, 투르크메니스탄)
포스코건설은 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을 2011년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7회의 개정을 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게 윤리실천 특별약관 2012년에 제정하여 하도급 계약시 이를 징구함으로
써 윤리규범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거래상 반부패정책 및 공정거래 관련 조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IF-EN-510a.2

뇌물 또는 부패, 반경쟁적 행위에 따른 법적절차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 규모

61.6억 원
-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담합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지급 : 30.6억 원
-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지급 : 14.8억 원
- 포항 영일만 담합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지급 : 14.2억 원
- 호남 고속철 담합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지급 : 2억 원

IF-EN-510a.3

입찰과정에서 뇌물 또는 부패,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이나 지침

1. 윤리실천특별약관
2. 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3. 윤리규범

IF-EN-000.A

진행 중인 프로젝트 수

193개(국내 177, 해외 16)

IF-EN-000.B

인증된 프로젝트 수

준공 59개

IF-EN-000.C

총 수주 잔고

356,551억 원

4. 이해충돌 방지 행동지침
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예규
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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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만 국한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은 마지막 주석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타인 혹은 타 조직에게 어떤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고서 내의 모든 데이터와 정보
의 수집, 취합, 분석 및 제시, 그리고 보고서 발간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임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의 2021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이 검증의견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독자를 위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과의 상호계약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검증 기준 및 범위
로이드인증원(LRQA)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으로부터 ‘2021 포스코건설 기업시민

포스코건설에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포스코건설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포스코건설의 책임
이 됩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모든 중요 측면에서, 포스코건설이 하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 검증은 아래 검증 기준에 따라

• 상기 요구사항의 만족

AA1000AS v3를 활용하여 Moderate Level 및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의 중요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성과 데이터 및 정보의 공개(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오류는 수정되었음)

성 기준으로 수행되었으며, 범위는 Type 2이었습니다.

• 독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모든 이슈 보고

검증 범위에는 포스코건설의 국내 사업장 운영 및 활동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다음의 요구사항이 포함
되었습니다.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 AA1000 AccountAbility 원칙 1), 즉 포괄성, 중요성, 대응성 및 영향성 원칙의 준수 평가

Note: Moderate Level의 검증에서 증거 수집 범위는 High Level의 검증보다 작습니다. Moderate

• 보고서가 GRI 표준(Core Option) 2)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Level의 검증은 사업장에서 원시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보다는 취합된 데이터에 초점을 둡니다. 결과적

• 하기 지표들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평가

으로 Moderate Level의 검증은 High Level의 검증보다 보증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 GRI 200(경제): 201-1
- GRI 300(환경): 302-1, 305-1, 305-2, 305-3, 306-1, 306-2, 306-3, 306-5, 307-1
- GRI 400(사회): 401-1, 401-2, 401-3, 403-1, 403-2, 403-3, 403-4, 403-5, 403-6, 403-7,
403-8, 403-9, 404-1
- 기타 지표들 3): 연구개발투자비, 스마트 컨스트럭션 기술 적용률, 먼지억제제 적용 및 승인 현장 수,
고객만족관리

포스코건설의 협력회사, 계약자 그리고 그 외의 제3자에 관한 데이터 및 정보는 검증 범위에서 제외되
었습니다.
1) https://www.accountability.org
2) https://www.globalreporting.org
3) GRI Content Index에서 보고되었지만 GRI의 Topic-specific Standards에서 다루지 않는 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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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견은 Moderate Level의 검증에 바탕을 두며, 중요성 기준으로서 검증심사원의 전문가적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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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로이드인증원의 검증 절차에 의거하여 수행됩니다. 본 검증을 위해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행되었습니다.
•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이슈들이 올바르게 파악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
한 포스코건설의 접근법을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는 문서 및 관련 기록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를 수행하
였습니다.
• 중요 이슈가 보고서에 적절히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요 이슈를 식별하고 결정하는 포스
코건설의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포스코건설의 보고서와 타사의 보고서를 대조하여 해당
산업계의 특정 이슈들이 서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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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는 포스코건설이 중요 이슈 결정 과정에서 사용한 기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는 포스코건

로이드인증원의 자격 및 독립성

설의 비즈니스상 의사결정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평가할 목

로이드인증원은 ISO 14065(온실가스 - 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

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보고서에 중대한 오류, 누락 혹은 잘못 기술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포스코건설의 데이터 관
리 시스템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내부 검증을 포함하여 데이터 처리 절차, 지침 및 시스
템의 효과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데이터를 취합·편집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핵심 인
원들과 면담하였습니다.

사항) 및 ISO/IEC 17021(적합성평가 - 경영시스템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의
인정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포괄적인 경영시스템을 이행 및 유지하고 있으며 품질관리기준서1(ISQC1: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Control 1)의 요구사항과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의 공인회계사 윤리 강령을 준수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송도사옥을 방문하여 포스코건설이 제공한 증거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은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자격이 부여된 검증심사원을 선정하도록 보장

• 이해관계자가 GRI Content Index를 통해 지속가능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적용된 접근 방법이 엄격히 지켜지고 투명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검증 및 인증 평가
의 결과는 내부적으로 경영진에 의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찰사항
검증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적 관찰사항 및 발견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성

로이드인증원은 포스코건설의 ISO 9001, ISO 14001, ISO 45001, ISO 27001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에 대한 인증 및 검증기관입니다. 또한 로이드인증원은 포스코건설에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은 포스코건설에 대해 검증 및 인증 평가, 교육 서비스만을 제공하므
로 독립성 및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포스코건설의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로부터 제외된 어떠한 중요 이해관계자 그룹도 발견되지 않
았습니다.

2022년 6월 26일

• 중요성

김 태 경 검증팀장

포스코건설의 지속가능성 성과와 관련하여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중요한 이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
다. 포스코건설은 어떤 이슈가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폭넓은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기준들
이 회사의 경영 측면에만 편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대응성
포스코건설은 정부기관, 직원, 지역사회, 협력회사, 주주 및 투자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

로이드인증원(LRQA)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 신송빌딩 17층
LRQA 계약번호: SEO00000629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영향성
포스코건설은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포스코건설
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측정하여 사
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뢰성
보
 고된 지표들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데이터 보고 관리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LRQA Group Limited,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in this clause as ‘LRQA’. LR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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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RQA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or advice and
in that cas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exclusive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at contract.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ssurance Statement is the only valid version.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versions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This Assurance Statement is only valid when published with the Report to which it refers.
It may only be reproduced in its entirety. Copyright © LRQ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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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2021년도) 관련 _Scope 1 & 2

검증 기준 및 범위

보증수준 및 중요성

로이드인증원(Lloyd’s Register Quality Assurance Ltd.)은 (주)포스코 건설로부터 2021년 온실가

이 검증의견서에 표명된 의견은 합리적 보증 수준의 검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검증심사원의 전문가적

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 제공을 요청 받았습니

판단 및 5% 중요성 기준에 기초하여 도출되었습니다.

다. 본 검증의 검증기준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었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명세서는 온실가스 직접 ∙ 간접배출 그리고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에너지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명세서의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
침”과 “4. 검증결론”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합니다.

경영진의 책임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주)포스코건설에 대해서만 국한되며, 타인 혹은 타조직에 대한 의무나 책임이

2022년 2월 21일

없습니다. 명세서의 작성과 명세서에 포함된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유지에 대한 책

로이드인증원(주) 대표 이 일 형

임은 (주)포스코건설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명세서는 (주)포스코건설에 의하여 승인되었고,
(주)포스코건설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검증 후 확정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로이드인증원의 검증방법

일련번호

사업장명

연간 에너지 소비량(TJ)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ton CO2eq)
직접배출
(scope1)

간접배출
(scope2)

총량

연료
사용량

전기
사용량

스팀
사용량

총량
96.057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의거하여 합리적 보증수준으

1 (001)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345.550

4,195.801

4,541

5.667

84.012

6.378

로 수행되었습니다. 본 검증은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증거 수집의 일환으로 다음의 활동들이 수

2 (002) 포스코건설 포항본사

175.529

262.996

439

3.299

5.496

-

8.794

행되었습니다.

3 (003) 포항 ENG센터

141.878

318.921

461

2.799

6.664

-

9.464

4 (004) 포항 기숙사(양학타운)

• 사업장 설비에 대한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와 기록을
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와 기록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 2021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관련 데이터 및 기록에 대해 원시데이터 수준까지 검증하였
습니다.

82.652

516.252

599

1.631

10.788

-

12.419

5 (005) 포항 철구공장

-

96.019

96

-

2.006

-

2.006

6 (006) 광양 사무소

-

321.954

322

-

6.728

-

6.728

5,720.093 29,964.820

35,685

83.968

626.155

-

710.123

7 (007) 포스코건설 국내현장(91개)
8 (008) 충주 기술연구소
9 (009) 행당동 주상복합(엔터식스)
10 (010) 서울사무소

관리업체 총계

-

24.800

25

-

0.518

-

0.518

94.482

863.556

958

1.864

18.045

-

19.909

-

20.379

20

-

0.426

-

0.426

6,560.185 36,585.496

43,146

99.228

760.838

6.378

866.444

※ 명세서에 기재된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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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2021년도) 관련 _Scope 3
검증 범위

보증 수준 및 중요성

이 검증의견서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의 요청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로이드인증원(LRQA)은 주식회사

계약에 의거하여 검증은 제한적 보증 수준, 그리고 중요성 기준으로서 검증심사원의 전문가적 판단(Pro-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로부터 2021년도 온실가스 인벤토리(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 제공 요

fessional Judgement)에 기초하여 수행되었으며, 이 검증의견서에서 표현된 검증의견은 이에 따라

청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는 그 밖의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을 다루고 있으며, 구매한 제품 및

도출되었습니다.

서비스, 자본재,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직원 출퇴근, 출장을 포함합니다.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은 포스코건설과의 계약에 의해 이 검증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포스코건

로이드인증원의 의견

설의 지리적 경계는 본사, 엔지니어링센터, 송도사옥, 147개 국내 건설현장의 운영을 포함합니다. 조직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에 기초한 검증 결과, 아래 표1에 요약된 그 밖의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의 주요 활동은 도시개발 그리고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플랜트의 건설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은 운영 통제

(Scope 3)이 중요성 측면에서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보고서가 ISO14064-

접근법을 사용하여 통합되었습니다.

1:2006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줄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의 책임

2022년 6월 7일

보고서의 작성과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내부 관리를 유지하는 책임은 포스코건설의 경영진에

로이드인증원(주) 선임 심사원 김 태 경

있습니다. 로이드인증원의 책임은 포스코건설과의 계약에 의해 보고서의 보증업무에 한정됩니다. 궁극

LRQA 참조번호: SEO00001038

적으로 보고서는 포스코건설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포스코건설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표 1. 포스코건설 온실가스 인벤토리 2021 요약

로이드인증원의 접근 방법
로이드인증원의 검증은 포스코건설 보고서의 온실가스 데이터가 ISO14064-1:2006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정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에 부합하는지를 제한적 보증 수준으로 검증

그 밖의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

Tonnes CO2e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 – 협력회사 건설장비 운영 및 레미콘, 시멘트, 아스팔트, 철재의 생산

1,075,883

자본재 –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

172

업스트림 운송 및 유통 – 레미콘 운송

15,642

하기 위하여 ISO14064-3:2006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 건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처리

14,912

에 따라 수행되었습니다. 검증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검증활동은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다

직원 출퇴근 – 직원 버스 출퇴근

534

출장 – 개인차량, 버스, 기차 및 국내선/국제선 항공

877

음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송도사옥을 방문하여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및 기록의 관리와 연관된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관리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 본사, 엔지니어링센터, 송도사옥, 147개 국내 건설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1년도의 과거 온실
가스 배출 데이터 및 기록을 합계 수준에서 검증하였습니다.
• 배출계수가 인정된 출처를 참조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비고: 1.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은 포스코건설과의 계약에 의해 이 검증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2. 동기간에 대한 포스코건설의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은 로이드인증원에 의해 한국의 목표관리제에 따라 검증되었습니다.
3. 항공 배출량 계산 시 적용된 배출계수는 복사강제력을 반영하지 않은 배출계수입니다.
This Assurance Statement i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legal section: LRQA Group Limited, its affiliates and subsidiaries, and their respective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referred to in this clause as ‘LRQA’. LR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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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RQA entity for the provision of this information or advice and in that case
any responsibility or liability is exclusively on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in that contract.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ssurance Statement
is the only valid version. LRQA assumes no responsibility for versions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This Assurance Statement is only valid
when published with the Report to which it refers. It may only be reproduced in its entirety. Copyright © LRQA,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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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USTAINABLE BUSINESS

ESG VALUE CREATION

수상 실적 및 가입 협회
2021년 수상실적
분야

지속가능경영

가입 협회*
수상내용

2021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 지속가능성보고서(KRCA) 우수
2021년 한국의경영대상 지속가능성보고서 최우수기업
2021년 제 11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문화재청장상

주관

날짜

한국표준협회

2021.11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1.12

(사)한국조경학회, 국토교통부

2021.10

국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2021.11

협회 및 단체 명

해외건설협회

한국설비기술협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환경

- 3D 공사소음 피해예측 시뮬레이션 개발 및 활용(환경부 장관상), 김석민 차장
- 소음/진동 저감 위한 다축드릴 활용 FDS 적용(환경부 장관상), 김정일 소장

대한건설협회(경북도회)

- 골조공사 소음저감을 위한 다양한 공법 적용(국토교통부 장관상), 이종학 소장
2021.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07

동반성장위원회

2021.09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1.12

행정안전부, 소방청

2021.12

해양경찰청

2021.12

공정거래위원회

2021.12

한국소비자포럼+브랜드키 공동

2021.04

2021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1위 수상

한국표준협회

2021.06

2021년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위 수상(12회)

한국표준협회

2021.10

2021년 콜센터 품질지수 (KS-CQI) 우수 인증(2년 연속)

한국표준협회

2021.10

2021년 제 12회 인공지반녹화 대상 수상(여의도파크원 옥상녹화)
안전
동반성장

2021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건설업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0년 동반성장 지수 평가결과 ‘우수’ 등급
2021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3년 연속)
2021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사회공헌 우수기업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사회공헌

한국담수화플랜트협회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사)생명의 숲

대한설비공학회

한국표준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1.12

2021년 이웃사랑 안전지킴이 사회공헌활동 표창장 수상
- 행정안전부장관상(회사 1, 개인 5)

한국철도협회

- 소방청장상 수상(현장 2(주안4구역, 동신천연합), 개인 5)
해양환경보전 사회공헌활동 우수현장 해양경찰청장상 수상(삼척블루파워현장, 개인 1)
공정거래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AA 등급(참여기업 최고점 기록)
더샵 브랜드 고객충성도 아파트부문 1위(5년 연속)

품질

한국리모델링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대한토목학회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 총 81개 협회/학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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