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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추구하는 포스코홀딩스는 지속가능경영과 ESG경영에 
대한 의지와 전략, 성과를 담은 ‘2021 기업시민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글로벌 ESG 공시 표준을 반영하여 원고를 구성했으며,  
포스코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목표, 경영 현황과 ESG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룹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ESG 정책을 Policy Book에 담았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앞으로도 기업시민보고서를 통해 포스코그룹의  
중장기 전략과 성과를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GREEN Tomorrow, With POSCO> 라는 슬로건을 통해 
친환경 미래소재 산업을 리딩하고자 하는 포스코그룹의 지향점과  
성장 가능성을 담고자 함. 

Cover Story

보고서 작성 원칙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Core Option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UN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회원사로서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한 이행 활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무 정보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근거해 작성했습니다. 
ESG 정보의 경우,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산업 표준을 고려하고,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권고 내용도 반영 
했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와 게재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독립 검증 기관인 
삼일회계법인에 제3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검증 기준은 ISAE 3000을  
적용했습니다.

사업회사 보고서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포스코ICT

포스코엠텍

보고 기간

본 보고서는 포스코 및 포스코그룹 주요 사업회사의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포스코홀딩스 출범이 
2022년 3월부로 이루어짐에 따라, 거버넌스 등 조직과 관련된 일부 정보는 
2022년 6월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보고 범위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다양한 사업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포스코그룹 주요 8개 사업회사의 국내 사업장에 관한 정량 데이터  
및 정성적인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 정보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법인, 
협력사 등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8개 사업회사 매출액은 2021년말  
기준으로, 글로벌 연결 매출의 68%, 국내 연결 매출의 97% 수준입니다. 

보고서 배포 및 의견 청취

본 보고서는 포스코홀딩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 등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ESG팀
E-mail
홈페이지
회사주소 

esg@posco-inc.com

www.posco-inc.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대치동)

https://www.posco.co.kr/homepage/docs/kor6/jsp/irinfo/irdata/s91b6000030l.jsp
https://www.poscoenergy.com/_service/manage/report.asp
https://www.poscosteeleon.com/skin/list/list.do?first=Y&MENU_SEQ=10102&PAGE_SEQ=10153&LANG=ko_KR
https://www.poscoenc.com:446/ko/esg/report.aspx
https://www.poscoict.com/introduce/corporate_citizenship_report.jsp
http://www.poscomtech.com/esg/citizen3.do
https://www.poscochemical.com/esg/report.do
http://www.poscointl.com/kor/sustainManageRepor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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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소재, 니켈·리튬사업은 국내외 생산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원료부터 제품까지 밸류체인  
확장을 통해 글로벌 Top Tier로 도약할 것입니다. 수소사업은 블루·그린수소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핵심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50만 톤, 2050년까지 7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건축/인프라, Agri-Bio 사업을 통해 미래지향형 그린 에너지 선도, 친환경 주거문화 실현 및 글로벌  
식량자원 개발 등 사회적·환경적으로 큰 임팩트를 창출함으로써 포스코그룹의 리얼밸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포스코그룹은 일찍부터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투명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출범과 함께 ESG 경영을 강화하고자 그룹 CEO 및 사업회사 대표가 참여하는 ‘그룹ESG 
협의회’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ESG위원회를 지원하고, 주요 의사결정 및 경영 전반에  
ESG를 내재화한 관리 체계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포스코그룹은 반세기가 넘는 도전과 성공의 역사를 토대로 100년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선포한  
이후 5년 차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ESG를 포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의 실현으로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포스코그룹의 행보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CEO 메시지

대표이사 회장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그룹에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넘게 지속된 COVID-19 팬데믹은 사회 모든 분야에 전례 없는 변혁을 촉발했고,  
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저는 경영자로서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고 이후에 닥쳐올 여러 위기를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불평등, 빈곤 등 인류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사회의  
한 축인 기업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는 기업이 변화와 혁신이라는 저력을 발휘해  
팬데믹 이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이 달라지면, 해결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는 ESG의 큰 흐름은 기업 경영의 뉴노멀로 
자리 잡았고, 글로벌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산업 경쟁력을 근본부터 재정의(Redefine)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경영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7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고 미래 경영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혁명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22년 3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리얼밸류(Real Value) 경영을 위한 구조적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뤄낸  
철강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순환경제 시대의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철강사업은 포스코그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입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확산에 발맞추어 그린스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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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D 선정, 12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회사’
포스코는 국내외 4,500만 톤의 조강 생산 체제를 갖춘 생산량 기준 세계 6위의 글로벌 철강사입니다. 인공
지능 용광로 등 제철소 스마트화를 추진해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국내기업 최초로 ‘등대공장’에 선정
되었습니다. 2021년 WSD(World Steel Dynamics)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12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또한, ESG 경영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세계철강협회의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Sustainability Champion)’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그린스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장과 고객의 저탄소 제품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을 본격화하여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포스코그룹 소개 철강부문

철강부문은 포스코,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등 국내 주요 법인과 포스코 해외사업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외 13개국에서 12개 생산법인(상공정 3, 단압밀 9)과 26개 가공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기업 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생산제품 

홈페이지

주식회사 포스코

김학동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괴동동)

2022년 3월 2일(물적분할, 비상장 신설 법인)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열연, 후판, 선재, 냉연, 용융아연도금,  
전기아연도금,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티타늄 등

www.posco.com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직원수 

18,252명

매출액(2021년)

39조 9,202억 원 

포스코 해외 법인 포스코 해외사업장 안내

유럽�
생산법인�
1사

�
생산법인�
2사

�
생산법인�
1사

생산법인�

12사

총�

13개국

인도

일본�
가공센터�
1사

가공센터�
1사

미국

*당사 경영권 확보한 철강 법인 기준

중국
가공센터�
3사

가공센터�
12사

가공센터�
2사

�
생산법인�
7사

동남아
가공센터�
5사

가공센터�

26사

�
생산법인�
1사

가공센터�
2사

중남미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www.posco.com
https://www.posco.co.kr/homepage/docs/kor6/jsp/company/family/foreign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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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본사

포스코알텍
https://www.poscortech.com

직원수 

434명

매출액(2021년)

1조 3,290억 원 

직원수 

992명

매출액(2021년) 

3,239억 원 

글로벌 표면처리 전문기업
포스코스틸리온은 자동차 부품, 가전용품 및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도금강판, 아연도금강판 및 다양한  
컬러강판을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표면처리강판 전문기업입니다. 2022년 3월 포스코
강판에서 포스코스틸리온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포스코스틸리온은 철강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해 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트 강판인 포스아트, 대리석보다 더 대리석 같은 포스마블 등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컬러강판 프리미엄 브랜드인 INFINeLI(인피넬리)를 론칭하여 고급제품  
중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고도화와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여 ‘Steel Design &  
Solution Global Top Company’ 비전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철의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포장&소재 전문기업
포스코엠텍은 철강포장 전문기업으로 출발하여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철강제품 포장과  
포장설비 엔지니어링, 철강 부원료 생산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엠텍은 새로운 
50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장설비 R&D 및 판매 기반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알루미늄 
탈산제 최대 생산과 판매 체제를 유지하고, 소결망간광 기술개발과 용융망간의 공급을 증대하는 등 사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본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외  
사업회사

엔투비
https://www.entob.com 

포스코휴먼스
http://www.poscohumans.com

PNR
https://www.p-nr.com       

기업 개요 기업 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생산제품 

홈페이지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생산제품

홈페이지

포스코스틸리온 주식회사

윤양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강로 173

1988년 2월 15일 

도금, 착색, 표면처리강재의 제조와 판매

용융아연도금강판, 용융알루미늄도금강판,  
컬러강판, 냉연강판 가공 등

https://www.poscosteeleon.com 

주식회사 포스코엠텍

이희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형산강북로 131

1973년 12월 27일 

철강포장 및 포장설비 엔지니어링,  
소재사업(알루미늄 및 탈산제 등)

알루미늄 펠렛, 알루미늄 잉곳, 페로망간 등

https://www.poscomtech.com 

도금공장

컬러공장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www.poscosteeleon.com/kr/main.do
https://www.poscomtech.com/
https://www.entob.com/index.jsp
http://www.poscohumans.com
https://www.poscortech.com
https://www.p-n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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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프라 부문은 트레이딩, 건설, 에너지, ICT, 물류 등 다양한 사업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을 포함하여 총 75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건축/인프라, Agri-Bio 사업은 그룹 7대 핵심사업으로 선정돼 친환경 중심의 사업전환 가속화 및 미래 성장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인프라 부문이 그룹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2021년 기준) 수준입니다.

송도 사옥 송도 사옥

직원수 

1,264명

매출액(2021년) 

30조 5,277억 원 

직원수 

5,897명

매출액(2021년) 

7조 187억 원 

상사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종합 사업회사를 향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 세계 100여 개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철강, 에너지, 식량 사업을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친환경 소재 및 부품,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지속가능한 사업 분야 
에서도 그룹사와 연계한 사업 기회와 신규 유망 사업 모델을 육성·발굴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트레이딩, 자원개발,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전통적인 무역상사를 넘어, 주요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종합 사업회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Green Biz. Developer
포스코건설은 차별적인 기술과 역량으로 국내외 다양한 곳에 진출해 국가 산업의 심장인 플랜트를 건설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스마트한 도시를 짓는 종합 건설회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을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Smart Safety 기술의 개발·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와 공법을 적용한 
친환경 건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Smart Construction을 통해 더 나은 건설의 미래를 실현할 것입니다.

기업 개요 기업 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네트워크

홈페이지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홈페이지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시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000년 12월 27일 
(사업시작연도: 1967년, 대우실업)

트레이딩, 자원개발, 투자사업

49개국, 99개 법인 및 지사

https://www.poscointl.com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한성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1994년 12월 1일 

플랜트(철강/발전/화공/산업), 
인프라(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등), 
건축(도시개발/정비, 리모델링, 초고층 빌딩 등)

https://www.poscoenc.com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www.poscointl.com
https://www.poscoe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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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LNG복합발전소 7-9호기 판교 사옥

직원수 

546명

매출액(2021년) 

1조 8,956억 원 

직원수 

1,916명

매출액(2021년) 

8,392억 원 

국내 최초·최대 민간 발전회사에서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 
포스코에너지는 포스코그룹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발전, 터미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9년 에너지사업을 시작한 이후, LNG발전소 운영을 통해 50여 년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 
하며 국내 최대 민간 발전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발전사업과 함께 LNG터미널 인프라를 기반
으로 터미널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선박 벙커링 사업, 해외 액화터미널 사업까지 진출해 ‘Gas 
& Power 중심의 글로벌 종합 에너지 회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AI, Digital Twin, Robot 등 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DX 전환을 선도하는 기업
포스코ICT는 System Integration, Management 등 IT서비스 비즈니스를 통해 보다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IT와 OT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선도하며 AI, 디지털트윈,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팩토리를 확산해 제조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물류량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는 분류물류 체계 구축 및 안전과 환경 등 ESG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포스코ICT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생산, 품질, 에너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최적의 제어 환경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 개요 기업 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홈페이지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홈페이지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정기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1969년 11월 3일 

발전/가스(LNG복합발전, LNG터미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자원순환), 해외사업

https://www.poscoenergy.com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

정덕균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 68

1989년 11월 15일 

Smart Factory, IT Service, EIC Engineering, 
Logistics & BHS, Home & City

https://www.poscoict.com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www.poscoenergy.com/_service/main.asp
https://www.poscoict.com/servlet/Main?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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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본사광양 CTS 기지

직원수 

60명

매출액(2021년) 

1,458억 원 

직원수 

841명

매출액(2021년) 

1조 1,796억 원 

친환경 스마트 물류 솔루션으로 물류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글로벌 파트너
2003년 1월 설립된 포스코플로우는 CTS(Central Terminal System) 사업 분야에서 열병합 발전소와  
시멘트회사 등 중소 고객사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며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2년 1월,  
친환경 스마트 물류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스코그룹의 물류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새롭
게 출범했습니다. 2022년 4월 1일에는 사명을 포스코터미날에서 ‘포스코플로우(POSCO FLOW)’로 변경했
습니다. 고객사, 협력사, 운송사 등 물류파트너와의 동반성장과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물류관리를  
위해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스마트 통합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 체계로 글로벌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Global No.1 Mobility Solution Provider
2020년 4월 2일 설립된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STS냉연·정밀재, 초극박 압연, 구동모터코아 등을 생산해 
유통하고, 후판 가공 및 철구조물 등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UAM, 드론 등에 사용하는 소재와 부품을 비롯해 모빌리티용 초극박 스테인리스  
정밀재, 친환경 구동모터코아, 수소연료전지 금속분리판, 배터리 파우치 소재, 스마트폰 부품 등 친환경 산업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친환경 소재와 부품사업 경쟁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 포스코그룹과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포스코O&M
https://www.poscoonm.com

그외  
사업회사

포스코A&C
https://www.poscoanc.com 

기업 개요 기업 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홈페이지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홈페이지

포스코플로우 주식회사

김광수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1800

2003년 1월 23일 

철강 물류(국내, 해외), 원료 물류(철광석, 원료탄), 
산업 물류(컨테이너, 벌크) 등

http://www.poscoflow.com 

주식회사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김학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수1길 115

2020년 4월 2일

친환경차용(전기차/수소차) 구동모터코어,  
초극박 스테인리스 정밀재, 수소연료전지  
금속분리판, 친환경 철구조물 제작 등

http://www.poscomobility.com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www.poscoflow.com/
https://www.poscoonm.com
https://www.poscoanc.com/kr/main/index.do
http://www.poscomobility.com/front/main/get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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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포스코그룹 소개 친환경미래소재 부문

친환경미래소재 부문은 이차전지소재, 리튬, 니켈, 수소 등 친환경 사업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메가트렌드 전환 국면에서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차전지소재︱포스코그룹은 전 세계 유일한 이차전지 원료, 소재의 Total Provider로서,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차전지소재 밸류체인

광물자원

리튬염호

리튬광산

니켈광산

흑연광산

리튬

니켈

콜타르

리사이클링

인상흑연

원료

전구체

구형흑연

침상코크스

중간소재

실리콘 음극재

차세대 전지 소재

양극재

천연흑연 음극재

인조흑연 음극재

최종소재

이차전지 원료에서 소재까지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밸류체인 완성

리튬 30만 톤 양극재 61만 톤니켈 22만 톤 음극재 32만 톤

*2030년 기준

핵심원료 공급체계 구축 이차전지소재 생산체계 구축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 인수

호주 광석 리튬 확보 
· 필바라사 지분 4.75% 인수 및 315천 톤/년 리튬 정광 확보

2018년

광양 양극재공장 준공(5천 톤) 
· 양극재 누계생산능력 15천 톤

세종 천연흑연 음극재공장 준공(20천 톤) 
· 천연흑연 누계 생산능력 44천 톤

포스코켐텍과 포스코ESM 합병 
·  양·음극재 통합법인 포스코케미칼 출범

2019년

광양 양극재 공장 증설(25천 톤)

중국 양극재/전구체 공장 증설(각 5천 톤)

2020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상·하공정 착공 
· 니켈, 리튬, 코발트 추출을 통한 친환경 배터리 자원순환 기여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설립 
· 광석리튬 공장 착공(43천 톤)

천연흑연 음극재 원료 확보 
· 탄자니아 흑연광산 보유한 블랙록마이닝사 지분 15% 인수

양극재용 니켈 원료 확보 
· 레이븐소프사 지분 30% 인수

2021년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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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소개 친환경미래소재 부문

광양 양극재 공장 세종 음극재 2공장

포스코케미칼 포항 본사 피엠씨텍 공장

직원수 

2,025명

매출액(2021년) 

1조 9,395억 원 

직원수 

162명

매출액(2021년) 

1,724 억 원 

친환경소재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양·음극재 동시 생산 및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양산능력 확대, 원료 밸류체인 완성, 차세대 소재 
R&D를 통해 글로벌 Top Tier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극재는 전기차에 주로 사용하는 하이니켈 NCM 
(니켈, 코발트, 망간)과 알루미늄을 더해 열안정성을 높인 NCMA(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양극재 기술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글로벌 양산능력을 더욱 확대해 2030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연 61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극재는 천연흑연 및 저팽창 음극재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조흑연과 실리콘계, 리튬메탈 등 차세대 소재를 더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 32만 톤의 생산능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탄소소재 산업의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피엠씨텍은 2012년 11월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 프리미엄 침상코크스 제조기업입니다. 포스코케미칼과  
미쓰비시그룹의 세계 최고 기술과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설립했습니다. 철강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원료로 고도의 기술력과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공정을 통해 침상코크스(전극
봉/이차전지 음극재용), 피치코크스(동방흑연블록/이차전지 음극재용), 나프탈렌유, 크레오소트유 등 기초
산업 소재 분야에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품질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탄소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개요 기업 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홈페이지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홈페이지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신항로 110

1971년 5월 13일 

음극재, 양극재,  
내화물, 생석회 등

https://www.poscochemical.com 

주식회사 피엠씨텍

김동원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408

2012년 11월 5일 

침상코크스(전극봉/이차전지 음극재용), 
피치코크스(동방흑연블록/이차전지 음극재용), 
유분(나프탈렌유, 크레오소트유, 흡수유 등) 

http://www.pmctech.co.kr 

피엠씨텍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www.poscochemical.com/
http://www.pmctech.co.kr/?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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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아르헨티나 Demo Plant 
홈페이지 http://poscoargentina.com

사업 추진 연표

국내 기업 최초 리튬 염호 확보 및 염수리튬 상용화
포스코홀딩스는 미래신성장동력인 이차전지소재 사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으로 원료 및 소재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광권 인수를 시작해 2020년 연산 
2.5천 톤 규모의 Demo Plant를 운영하고, 2021년 상용화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내 1단계 연산 25천 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상용화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광권 인수부터 탐사, 생산공장 건설 및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아르헨티나에서 배터리용 수산화리튬을 생
산한 것은 포스코그룹이 최초입니다. 추가 투자를 통해 2024년 양산 규모를 5만 톤까지 증설하고, 2030년
까지 추가 증설 및 신규 염호를 개발하여 최대 12만 톤 규모로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직원수 

129명

주요 사업장 

아르헨티나 

2010년

2015년

2019년
2020년

2022년

염수리튬 생산기술 개발 착수

Pilot Plant 테스트 완료

아르헨티나 염호 인수
Demo Plant 테스트 완료(2.5천 톤)

염수리튬 생산공장 착공(25천 톤)

직원수 

153명

주요 사업장 

광양 
리튬정광확보, 광석리튬 생산공장 건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수산화리튬 생산 회사인 포스코리튬솔루션과 호주 리튬광산 기업인 필바라미네
랄스와 합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필바라미네랄스로부터 연간 315천 톤 규모의 리튬 광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연 43천 톤 규모의 수산
화리튬 생산 공장을 2021년 5월 착공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100만 대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국에 리튬 양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중국)에서 리튬을 100% 수입해 양극재를 생산해 온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15만 
톤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업 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홈페이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주식회사

이성원

전라남도 광양시 폭포사랑길 20-26

2021년 5월 1일 

수산화리튬

http://poscolithium.com 

사업 추진 연표 

2021년  4월 9일 

4월 23일 

5월 6일 

5월14일 

5월 26일

2022년 4월 13일

리튬사업 투자 승인 

법인설립(포스코리튬솔루션) 

전라남도 투자협약(MOU) 체결 

부지매입(율촌산단 196천m2) 

광양공장 착공식

사명 변경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poscoargentina.com
http://m.poscolithi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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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링, 미래를 준비하는 친환경 원료사업
포스코HY클린메탈은 2021년 5월 화유코발트사와 합작하여 설립된 리사이클링 사업회사입니다. 
2021년 3월 설립된 폴란드-레그니차 소싱센터(PLSC)로부터 Black Mass를 공급받아, 매년 니켈 2,500톤, 
탄산리튬 2,500톤, 코발트 800톤을 리사이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1년 9월 광양에 리사이클링 공장을 
착공하여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을 통해 추출한 원료는 포스코케미칼을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등 이차전지 제조업체들과 2022년 
12월까지 제품 인증과정을 거쳐, 2023년 1분기부터 제품으로 생산·판매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원료 확보가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완성차 및 배터리 고객사와 협력을 통해 주요  
전기차 시장에 폐배터리 수거 HUB를 구축하여 2030년까지 니켈 3만 톤, 탄산리튬 3만 톤 규모의 친환경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식제련 기반 페로니켈 활용 고순도 니켈매트 생산 
SNNC는 포스코와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인 뉴칼레도니아의 광석회사 SMSP사가 2006년에 합작 설립한 회사 
(POSCO 49%, SMSP/뉴칼레도니아 니켈광산회사 51%)로, 계열사인 NMC(Nickel Mining Company)로
부터 니켈 광석을 수입해 스테인리스강의 주원료인 페로니켈(니켈 20%, 철 80%)을 국내 최초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페로니켈 일부를 전환하여 연산 21천 톤(순니켈 기준)규모의  
니켈매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착공하였습니다. 생산된 니켈매트는 포스코에서 이차전지소재용 황산니켈  
20천 톤(순니켈 기준)으로 정제하여 2024년부터 포스코케미칼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기차 약 50만 대 
생산에 사용할 수있는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니켈 제품의 부가가치 증대 및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 원료사업 밸류체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직원수 

67명

매출액(2021년)

8,698억 원

주요 사업장 

광양 
직원수 

317명  

기업 개요 기업 개요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회사명

대표이사 

본사 주소

설립일

사업내용

홈페이지

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메탈 주식회사

지우황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로 1638-11

2021년 5월 7일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을 통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양극재 원료 생산

주식회사 에스엔엔씨

김준형

전라남도 광양시 제철로 2148-139

페로니켈 및 부산물 생산·판매

2006년 5월 18일

https://www.snnc.co.kr

사업 추진 연표 

2020년  5월 

 

12월

2021년  3월 

5월 7일 

9월

LGES LiB 리사이클링사업자 선정

LiB 리사이클링사업 투자 승인

화유코발트사와 JVA체결 

법인설립(포스코HY클린메탈) 

1공장 착공

SNNC 전경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www.sn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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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소개 친환경미래소재 부문

수소사업︱
�수소환원제철로 대표되는 친환경 철강생산을 위해 수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탈탄소, 그린에너지 시대를 주도할 유력한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경제가 본격화 될 경우, 사업확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그룹은 국내 최대 수소 생산기업이자 수요처로서 2030년 50만 톤, 2050년 700만 톤의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전략 방향 수소환원제철용 수소의  
안정적 확보

·  국내외 철강탈탄소 전략연계  
수소생산 PJT 개발

1 친환경 수소발전연료  
전환 선도

·  포스코에너지 혼소발전계획과  
연계한 수소생산 PTJ 개발

·  대외 발전사 수요, 인프라 개발

2 국내외 산업용 수요  
개발 및 대응

·  제철소 인근지역 부생수소 개발

·  신규 탈탄소 산업용 수요 개발

3

수소사업 비전 및 로드맵

글로벌�Top�Tier�수소�Provider
 2030년 50만 톤   2050년 700만 톤

사업목표

370만 톤 220만 톤 110만 톤
Captive  
370만 톤

Captive  
130만 톤

국내  
30만 톤

2050년 2050년 2050년

수요개발
발전/산업용 대외  

수요개발

생산투자
글로벌 청정수소  
생산거점 구축

기술확보
핵심기술 R&D,  
유망기업 M&A

Non-Captive  
90만 톤

해외  
80만 톤

포스코그룹 그린수소 사업모델

생산

활용

・포스코홀딩스: 수소생산 PJT 개발/투자

・포스코: 재생에너지용 강재

・ 포스코인터내셔널: CCS 사업개발,  
글로벌 수소무역

태양광, 풍력 전력생산

수전해

암모니아 합성

・포스코: 저장탱크/ 파이프라인용 강재

・포스코에너지: 수소 터미널 구축

・포스코건설: 수소플랜트 EPC 전문화

운송

저장

암모니아수소 추출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포스코에너지: 수소발전

수소충전소

탈탄소 산업용

수소발전

수소환원제철

운송·저장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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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포스코그룹은 최근 경영환경의 혁명적 변화에 대응해 철강사업은 저탄소·친환경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이차전지소재와 수소 등 신사업 분야를 전략 육성하여 균형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기술경쟁력 선점 및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2022년 1월 AI(인공지능), 이차전지소재, 수소 및 저탄소 에너지 분야 총 3개 연구소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기술연구원을 신설하고,  
그룹 핵심 사업의 종합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연구소

그룹 사업영역의 생산성 향상, 안전·환경 개선, 그린에너지 선도를 목표로 하는 ‘Green Intelligence’를 지향합니다.  
미래 혁신의 Enabler 조직으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철강 친환경 미래소재 친환경 인프라

Manufacturing AI
자동화 기반 효율화 및 Digital Twin 구현을 

통한 End-to-end 생산 및 운영 최적화

Enterprise AI
기업 경영 전반의 업무 효율화

Material AI
이차전지, 수소, 에너지 분야 등  

친환경 미래 소재 발굴 

AI Research
방대한 데이터의 학습, 이성적 판단,  

초연산의 기술적 한계 도전

배터리 소재, 기가스틸, LNG 운반선 등 이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Agri-Bio

연구분야

비전

비즈니스 영역

Green Intelligence

자동화 구매 분석 Large Scale AI Neuro-Symbolic AI

Quantum AI

설비진단/예지 판매/마케팅 최적화

에너지 최적화 물류 실험 자동화안전·환경 지능형 자동화 신소재 개발

생산성 Up 에너지 효율 Up안전·환경 Up 기후변화 대응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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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소재연구소

리튬 등 핵심원료와 양극재, 음극재, 차세대 전고체전지용 소재 분야에서 고성능 제품 및 혁신 제조공정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소저탄소에너지연구소

포스코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미래청정에너지인 수소사업을 개척하고, 수소생태계를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소 생산과 이용 부문 6대 전략기술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내재화, 전문기관과의 공동R&D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기술

연구소 강점

산학연 일체 R&D 역량 기반  
시너지 창출

POSCO-RIST-POSTECH간  
연구 활발

Open Innovation  
강화

타 연구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벤처 육성 등

유연하고 안정적인  
조직문화의 연구소

・2021.1월 수소연구센터 개소
・ 2022.1월 수소저탄소에너지  

연구소 승격

LiB소재

차세대 제품 및 혁신공정 개발

리튬소재

상용공정 강건화 및 저품위 광물자원 추출기술

제품개발
·  Hi-Ni(>90%),  

단입자
·  과리튬계(LLO)
·  Co-free  

(고망간 NMx)
·  인산리튬 활용 

LFP

흑연계
· 저팽창 천연흑연
·  천연흑연 고수율 

구형화
·  고출력·장수명 

인조흑연

공정개발
·  소성 공정  

원가절감 기술
· 친환경 공침기술

실리콘계
· Si-C
· SiOx
· 고용량 Pure Si

전고체전지용 소재
·  전용 장수명  
양극재

·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신조성

·  리튬 금속 음극  
및 제조기술

전고체용 소재음극재양극재

염수리튬
· 폰드 설계/운영 최적화
· 리튬 회수율 향상 기술
· 불순물 제어 기술

고부가가치
·  고체전해질용 Li2S  
저가화

·  리튬 알콕사이드,  
염화리튬, 
금속리튬 제조기술전기투석 공정

·  분리막, 부품 최적화
· 친환경 공침기술

광물자원 다양화
· 저품위광 리튬 회수
· 유정 염수 리튬 회수
· 리튬 함유 폐수 재활용광석리튬

· 친환경 공정 기술
·  침출 잔사 부가가치 
향상 기술

· 불순물 제어 기술 

고부가 가치상용공정 최적화

미래기술
차세대 수소 생산·저장 기술/ 
CO2 포집 및 전환 기술 개발

전략기술 4
블루수소 생산

블루수소 생산 
실증 연구

주요 연구

전략기술 6
암모니아 혼소기술

기초 및 열설비별 
단위 혼소기술 개발

주요 연구

전략기술 3
부생수소 품질향상

부생수소 생산공정 
고도화

주요 연구

전략기술 1/2
저온/고온 수전해

수전해 핵심 요소 
기술 개발

주요 연구

전략기술 5
암모니아 수소추출

암모니아 분해 기반 
무탄소 수소제조

주요 연구

・LiB용 양극소재, 음극소재 전 분야 
・ 전고체전지용, 실리콘계 등 차세대 분야

・염수/광석리튬 추출공정 최적화 및 원가절감
・고부가 리튬화합물 등 신기술 개발

LAB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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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2030 성장 비전 CSO 메시지

대표이사 사장

이해관계자 여러분,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위기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의 당위성이 일부 약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인  
ESG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 패러다임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만이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얻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끊임없는 혁신과,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천으로 100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성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7대 핵심사업으로 철강, 이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Agri-Bio를 선정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탄소 다배출 산업이었던 철강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여 탄소중립을 
완성하겠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10%, 2040년까지 50%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Net-Zero를 달성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거점 지역의 투자를 강화하고, 
원료 및 에너지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Green & Glocal 기반의 성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차전지소재사업의 성장을 통해 탄소 배출이 없는 본격적인 新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파트너사와 협력으로 글로벌 양·음극재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전고체전지용 소재 등 차세대 제품 개발로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차전지소재의 핵심 원료인 리튬·니켈 확보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친환경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광석리튬 및 아르헨티나 염호리튬을 상용화하고, 고품위 니켈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미래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체제를 구축하여 원료-소재-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순환경제를 완성하겠습니다.

수소경제 진입에 발맞추어 호주, 인도 등 재생에너지와 저가 천연가스가 풍부한 지역에서 블루수소와  
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2050년 7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암모니아  
크래킹, 고온 수전해 등 핵심기술 내재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 R&D를 강화하고 핵심기술  
보유 회사의 M&A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사업에서는 본격적인 수소 발전으로 이행하기에 앞서 암모니아 혼소 및 신재생 발전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실현해 나갈 것이며, 건축/인프라사업은 모듈러와 제로에너지 빌딩 수주 확대, 수소 및 해상 풍력에서
의 성장 기회 발굴로 친환경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Agri-Bio사업은 해외 곡물터미널 등 조달자산 확보와 
영농기업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메이저 사업자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포스코그룹은 7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가속화하여 철강 탄소중립의 완성, 新모빌리티  
사회 견인, 그린에너지 선도, 미래 주거의 실현, 글로벌 식량자원 확보를 실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포스코그룹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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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2030 성장 비전

지주회사 전환 방향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은 지주회사가 철강 사업회사를 100% 소유하는 완전자회사로 물적분할하고,  
비상장을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분할 후 상장’ 모델과는 차별화된 글로벌 수준의 선진 지배구조 모델
입니다.
철강사업 분할 후 비상장을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주주간의 이해 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향후 주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비상장을 유지할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사업 성장의 가치가  
지주회사 주주의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이사회에 사업별 전문 인사를 보강하고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이사회 중심 그룹 경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주회사 
존속법인

포스코
비상장  

신설 법인

100% 100% 100% 100% 100%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리튬* 수소 니켈…

철강사업  
물적분할

*포스코아르헨티나,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등

63% 60%53%

향후 신규 법인 설립 시에도  
비상장 자회사화

선진 지배구조 모델 정립
・  철강사업 비상장 유지로 지주회사-자회사 주주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 발생 원천 차단 

향후 주요 신사업 분할 시에도 비상장으로 유지하여 사업 성장의 가치가 주주의 가치로 연결

・  사업 자회사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양하고, 필요 시 유상증자를 포함한 지주회사 주도의 자금조달 실행

・  지주회사 이사회는 사업영역별 전문인사를 보강하고,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 이사회 중심의 그룹경영 강화  
비상장 신설 자회사도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으로 경영 투명성 강화

지주회사 전환 배경
포스코그룹은 저탄소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 기술혁신 가속화, ESG 경영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그룹의 지속성장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주회사로의 체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기조 확산으로 철강사업은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가 왔으며, 에너지 패러다임 대변혁으로 EV 등  
신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존 영역의 사업역량 제고는 물론, 새로운 성장 분야의 발굴과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본업인 철강사업과 미래 신사업 개발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기존 관리체계로는 변화에 대응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고히 해나갈 새로운 성장체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통해 기존 주력사업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성장 사업과 새로운 미래 사업의  
발굴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그룹의 균형 성장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철강사업은 그룹경영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 친환경 제철 전환이라는 고유의 혁신적 과제 해결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 성장 사업은 
철강 중심 관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인력 육성과 그룹 경영자원 집중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룹 성장 측면뿐만 아니라 그룹 가치 제고의 측면에서도 지주회사 전환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포스코 
그룹은 철강사업 및 다양한 그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영역에서 고유의 경쟁력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소재 분야는 원료가 되는 리튬/니켈에서부터 양·음극재에 이르기까지 Full Value 
Chain을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최고 수준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소사업의 
경우도 글로벌 선도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다가올 수소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룹 전체가 철강 중심으로 인식되어 이러한 노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철강사업 분할을 통해 그룹사업의 가치와 그룹의 
미래 성장성이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POSCO HOLDINGS 
SUSTAINABILITY 
REPORT 2021

21

PART 1

Overview

Real-Value Story

ESG Framework

Part 2

ESG Performance

10대 ESG 이슈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 외 이슈

Part 3

ESG Factbook

Reporting Index

ESG 정책집

포스코그룹 2030 성장 비전

지주회사 역할
지주회사는 그룹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사업 테마를 발굴하며 M&A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포트폴리오 
개발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룹 사업을 냉철하게 진단/평가하고, 사업육성 또는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할  
것이며, 그룹과 시장 전체 관점에서 새로운 시너지 기회를 발굴할 것입니다. 또한 그룹 종합 연구 체제를 구축해  
미래 신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R&D 인재를 영입, 육성하여 그룹 R&D 전략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ESG 전략을 수립, 그룹 관점에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관리하며 다양한 ESG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그룹 ESG 경영을 리딩해 나갈 것입니다.

그룹 성장 비전 및 목표
포스코그룹은 미래 사회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핵심기반 사업 중심으로 성장을 추진하고자, 그룹 성장 비전을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설정했습니다. 

철강, 이차전지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Agri-Bio의 7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철강산업의 
탄소 중립 완성, 신 모빌리티 견인, 그린 에너지 선도, 미래 주거 실현과 글로벌 식량 자원 확보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The global business leader for sustainable future of humanity

인류의�지속가능한�미래를�선도하는�글로벌�비즈니스�리더

철강 탄소중립  
완성

그린에너지 선도 미래 주거 실현 글로벌 식량자원 
 확보

신 모빌리티 견인

지향점

성장 비전

핵심 사업

글로벌 가공/ 
유통 인프라 구축

제로에너지 빌딩 
모듈러 건축

LNG 발전 
수소, 신재생

차체, 구동모터,  
배터리팩, 연료전지분리판, 

양·음극재

수소환원제철 &  
재생에너지 기반

철강 리튬/니켈 건축/인프라이차전지소재 에너지수소 Agri-Bio

그룹 사업개편 및 시너지 확보

・그룹사업 진단 및 평가

・사업육성 및 구조조정 방향 설정

・사업간 시너지 기회 발굴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사 성장 전략 수립

・미래 사업 테마 발굴

・M&A 등 신사업 추진 

ESG 경영 리딩 

・그룹 ESG 전략 수립

・그룹 탄소중립 로드맵 관리

・ESG 이해관계자 소통

그룹 R&D 전략

・미래 신기술 전략 수립

・R&D 인재영입 및 육성

・그룹종합연구 체제 구축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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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사업은 국내 친환경 제철 기반 조성과 Green&Glocal 기반의  
글로벌 성장을 통해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산업의 친환경화 요구가 높아지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각국 제조업의 핵심이 되는 철강
산업의 역내 완결형 공급체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래 철강산업은 규모의 경쟁에서 친환경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한 권역별 최적화 경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고유 
역량을 기반으로 한 그린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차원의 친환경 성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 철강사업은 탄소중립 생산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고, 친환경 원료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CO2 배출량 1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HMR 조업기술, 석탄 사용저감 기술 등 친환경 
기술을 확대 적용하고, 포항, 광양에 각각 1기의 전기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강산업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 될 수소환원제철 구현을 위하여 2030년까지 데모 플랜트를 통해 상용화를 검증할 것입니다. 포스코 고
유의 수소환원제철 모델인 HyREX 기술을 완성해 기존의 고로 수명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철
스크랩 등 친환경 원료 확보 투자와 조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고 고객사의 저탄소 요구에 대응한 재생에너
지 투자도 확대할 것입니다.

3대 친환경 제품 브랜드(e Autopos, INNOVILT, Greenable)를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국내 
제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고기능 제품과 솔루션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사 저탄소 요구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정립해 국내 철강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철강사업은 친환경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료·에너지 파트너사와 협력해 현지 생산능력  
확대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 그린수소 생산의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린
수소의 활용까지 고려한 진출 전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철강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시장 대응을  
위해 인도네시아 일관밀을 천만 톤 규모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철원 보유의 강점을 바탕으로 그린스틸
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에도 전기로 기반 일관밀 등 현지 생산 확대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음극재 사업은 고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외 생산능력 확대를  
가속화하고 선도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일류사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양극재는 해외 배터리 또는 완성차 업체와 합작해 2030년까지 61만 톤의 생산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프리미엄부터 저가형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자체 R&D와 Open 
Innovation을 병행해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개발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음극재는 현재 흑연계 8만 톤에서 2030년까지 실리콘계를 포함해 32만 톤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극재의 원료가 되는 천연 흑연의 소싱처를 탄자니아, 호주 등 중국 이외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차세대 전기차에 
사용될 실리콘계 음극재 개발을 위해 글로벌 선진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리튬/니켈 사업은 당사가 확보한 광산·염호와 친환경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조사로 도약할 것입니다.
리튬사업은 호주 광석리튬과 아르헨티나 염수리튬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광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2030년
까지 3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0년에 걸친 R&D를 통해 친환경 리튬 추출
기술을 확보했으며, 전고체 전지용 황화리튬, 리튬메탈 같은 고부가제품 개발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니켈사업은 광석 기반의 생산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를 병행해 2030년까지 22만 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광석 기반의 니켈사업은 호주, 인도네시아 등의 지역에서 글로벌 업체들과 협력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급증하는 전기차용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STS용 니켈 일부를 배터리용 고순도  
니켈로 전환하는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위해 광양에 1단계 리사이클링  
공장을 착공했으며, 향후 글로벌 폐배터리 수거 Network 보유사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차원의 배터리 
순환 경제 완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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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2030 성장 비전

수소사업은 2050년 7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Top 10 수소 생산 Player로 거듭날 것입니다. 
수소의 안정적/경제적 확보는 그룹 미래 경쟁력에 필수적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 
환원제철용 및 포스코에너지의 발전용으로 대규모 Captive 수요를 보유해 다른 어떤 기업보다 시너지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Captive 수요를 기반으로 경제적 생산 및 운송체제를 구축해 외부 
판매까지 연계하는 사업 모델을 확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수소사업 초기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시장에 진입하고, 점차 블루/그린수소 생산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2030년 그린수소 10만 톤 포함 50만 톤, 2050년 700만 톤 생산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수소 50만 톤의 수요처는 철강분야 30만 톤, 연료전지 4만 톤, 발전분야 16만 톤으로 예상됩니다.

철강분야 수요는 수소환원제철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203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7대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19개의 블루/그린 수소생산 프로젝트를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핵심기술의 내재화를 추진 중입니다.

UAE, 사우디 등 중동 Oil Major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지분에 참여해 블루수소를 확보하고, 호주, 오만, 인도, 
칠레 등 재생에너지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서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철강 원료 확보와 
연계해 철강사업과의 직접적인 시너지도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과  
공동 R&D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소의 생산, 이송, 사용과 관련된 신기술의 글로벌 센싱을 강화하고,  
국내외 우수기업과 M&A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포스코그룹은 벤처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통해  
그룹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사업 발굴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코그룹은 벤처투자를 그룹의 신사업 발굴 채널로 지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가 그룹 미래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누계 8천억 원의 펀드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사 출자액과 외부 
벤처펀드 자금을 합한 펀드결성 총액은 4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벤처펀드 투자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와 수소 등 그룹 성장사업과 연관된 분야의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그래핀 응용소재, 바이오 신약 등 신수
종 분야 투자를 통해 Seed사업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성장전략에 부합하는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해외 센싱 
채널을 운영하고, 글로벌 Top VC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건축/인프라, Agri-Bio사업은 친환경 중심으로  
사업전환을 가속화하여 미래 성장기회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사업에서 LNG는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기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상당기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포스코그룹은 LNG 개발, 저장 등 관련 비즈니스를 확장해 친환경 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얀마 가스전 인근과 동남아 지역 후속 탐사 개발에 집중하고, 국내 LNG 터미널 확대 
등 LNG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발전사업은 장기적으로 LNG 발전을 친환경의 수소 발전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선적으로 LNG 
발전에 암모니아 혼소기술을 적용한 저탄소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LNG 발전 이외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2030년 발전용량을 현재의 약 2.5배인 8.3GW 수준으로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건축/인프라 사업은 모듈러, 제로에너지 빌딩 등 친환경 수주역량을 강화하고, 수소, 해상풍력 등 친환경인프라 
분야에서 다양한 성장 기회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Agri-Bio사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 다양화와 터미널 등 식량자산 추가 확보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여 2030년 
글로벌 메이저 사업자로 도약할 것입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POSCO HOLDINGS 
SUSTAINABILITY 
REPORT 2021

24

PART 1

Overview

Real-Value Story

ESG Framework

Part 2

ESG Performance

10대 ESG 이슈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 외 이슈

Part 3

ESG Factbook

Reporting Index

ESG 정책집

기업시민 5대 브랜드

기업시민 5대 브랜드 활동으로 ‘함께 하고 싶은 회사’ 조성

포스코그룹은 기업시민 경영이념 실현을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기업시민 5대 브랜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차원의 역할을 다하여 누구나 함께 하고 싶은 회사, 존경받는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력기업에 대한 단순지원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동반성장 추진

수출물류 합적

포스코 벤처플랫폼 구축을 통한  
신성장사업 발굴기반 마련

체인지업그라운드

2050 탄소중립 달성 선언 및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

패각 자원화

안전·보건 및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지원

스마트세이프티볼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롤 모델 제시

스페이스워크

5대 브랜드

목표

2021년  
대표 사례

주요 테마

Life 
With POSCO

Community 
With POSCO

지역과 함께 하는 회사함께 미래를 만드는 회사

Green 
With POSCO

함께 환경을 지키는 회사

SIGNATURE BRAND

Together 
With POSCO

함께 거래하고 싶은 회사

Challenge 
With POSCO

함께 성장하고 싶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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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의 새로운 변신

패각 자원화에 주목한 배경 자원화 과정에서의 난관 주요 성과

버려지던 굴 껍데기를 제철 부원료로 활용(2021.9월)

국내에서 굴 패각은 매년 35만 톤이 발생하는데 이 중 일부만 양식용으로  
다시 쓰이거나, 농업용 비료로 재가공됩니다. 나머지는 지역 어촌마을  
곳곳에 방치된 채 경관을 해치고, 악취를 내거나 식수를 오염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패각의 주성분인 석회질(CaO, 54%)이 제철공정에서  
사용하는 석회석(CaO, 51%)과 성분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 패각  
자원화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패각을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에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패각이 제철공정 
에서 석회석을 대체했을 경우, 대기와 환경, 제품,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패각을 제철공정에서 자원화할 수 있도록 소결용 석회석과 탈류
제용 생석회로 가공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 
그룹(포스코/포스코케미칼), 공급사(여수바이오)뿐 아니라 정부/지자체
(환경부/전라남도)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포스코그룹, 공급사, 정부/지자체가 합심한 결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 통과해 패각 재활용이 가능하게 됐습 
니다. 공급사 여수바이오는 패각 재활용에 대한 환경성 평가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은 패각 가공기술 개발에 성공 
했습니다. 연간 35만 톤의 패각을 자원화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국내 
발생 패각 전량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패각 자원화는 여수바이오의 매출 향상과 포스코 원가절감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촌 마을에 장기 방치된 패각 92만 톤을 전량 처리할  
경우, 이산화탄소 41만 톤 감축효과가 기대됩니다. 지역사회 환경문제를  
해결해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하는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1 2 3

Green With POSCO

패각이란? 
굴, 조개 등의  
껍데기를 통칭

현상
국내에서  
매년 35만 톤  
가량 발생

복잡한 처리절차와  
비용 탓에 처리가  
곤란해 폐기물로 취급

통영, 고성, 여수 등  
지역 해안에  
쌓여가는 패각

재활용률은 10%  
미만으로 약 92만 톤이 
어촌에  장기 방치

오염, 악취 등  
지역사회에 심각한  
환경문제 유발

함께 환경을 지키는 회사

어촌에 산처럼 쌓인 패각
생석회 제품

굴 패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패각  
자원화

포스코그룹

공급사정부,  
지자체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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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속 수출 중소기업 상황 수출물류 합적 플랫폼 구축 배경 주요 성과 및 계획

수출 중소기업 A사 홍길동 팀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갑작스러운 해운시황 악화로 수출 물량을 실어 
나를 컨테이너 선박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는 재고가 쌓여 
가고, 해외 고객사에서는 매일 같이 납품 관련 독촉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선박을 확보하더라도 해상 운송비가 너무 많이 올라 
이익은 자꾸 줄어만 갑니다.

선박 부족과 높은 운임으로 힘든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포스코그룹은 
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포스코는 대량의 수출 화물을 바탕으로 26개국 80여 개 항로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와 충분한 해상운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류대란
은 국가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포스코그룹은 비즈니스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2021년 6월, 한국무역협회와 해상
운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물류 합적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든지 포스코 
플로우의 ‘수출물류 합적 플랫폼’에 수출 합적을 신청해 포스코 철강재 
수출 물량과 동일한 선박에 합적하여 수출이 가능합니다. 물류대란 속
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지원에 나선 것은 포스코그룹이 
최초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화물을 성공적으로 합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회사와의  
업무검토 및 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 선사에서 중소기업 화물을 선적
하기 위한 여유 공간과 선박 일정을 검토합니다. 포스코 포항/광양제철
소는 포스코 철강재와 함께 합적될 고객사의 화물이 안전하게 선적될 
수 있는 환경인지 검토합니다. 내륙 운송사에서는 운송취급 방법, 운송
비용 등을 검토하고, 하역사는 선적 시 취급방법과 비용 적정성을 검토 
합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때 비로소 중소기업  
제품이 수출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총 26개 수출기업이 23개 국가에 24만 톤의 수출 
화물을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향후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포스코그룹 물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하역, 보관, 통관, 내륙운송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걸쳐 종합 
물류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1 2 3

포스코, 중소기업 바닷길 �
수출 돕는다
수출물류 합적 플랫폼 개방(2021.6월)

주요 보도 
(2021) 부산항 물류

동맥 막혔다   
(MBC)

해상운송비 1년 만에 
4배 껑충 …  
수출기업 한숨    
(YTN)

물류대란으로  
물건을  실어나를  
선박이 부족    
(KBS)

테트리스처럼 쌓인  
컨테이너, 선박  
부족에 몸살     
(YTN)

선박 부족 사태,   
적극적 해결방안  
제시 필요    
(매일경제TV)

Together With POSCO
함께 거래하고 싶은 회사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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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을 거점으로 선택한 배경 입주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 체인지업 그라운드만의 차별화 요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공간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포항의 국내최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바탕으로  
창업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이어 아이디어가 산업이 되는 ‘또 하나의 퍼시픽밸리’로서 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 입주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해 연구개발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포항은 신물질,  
신약, 거대 데이터센터와 함께 3,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비롯 세계적  
연구 중심대학인 포스텍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포스텍의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신소재 개발, 빅데이터 처리 및 인공 
지능 플랫폼 등 다른 벤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기술적인 
인프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입주기업이 글로벌 벤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타
트업 서포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실질적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업보육, 판로지원, 투자연계, 네트워크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국내 많은 기업과 대학이 벤처 창업을 위한 지원, 공간 제공,  
투자 등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규모와 
체계성 면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포스텍과 연계한 연구개발과 사업공간 제공은 기본이고, 재무적 연결
고리까지 완비했습니다. 기존 스타트업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기  
힘들었던 것은 자금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들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의 신성장 발굴과 연계 
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내외 우수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펀드에 
지속적인 출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50억 원을 출자해 6,5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출자해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내 및 글로벌 
기업과의 폭넓은 사업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만 갖춰 
진다면, 글로벌 수준 협력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 2 3

창업보육

투자연계

판로지원

네트워크

ṖOSCO Idea Market Place
Ṡtar+dium
도̇전! K-스타트업 경진대회
 ̇전문컨설팅 
(법률/특허/세무·회계 등)

포̇스코 벤처펀드 운용사 네트워킹
외̇부 VC 네트워킹
 ̇KDB Next Round Special 
Round

포̇스코 그룹사 Biz Day
시̇제품 제작 지원
온̇라인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 지원사업
강̇소특구 육성사업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벤처  
지원사업

체인지업 그라운드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 개관(2021.7월)

Challenge With POSCO

소개

함께 성장하고 싶은 회사

 체인지업 그라운드 소개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bit.ly/3eKDKas
https://www.changeupground.com/abou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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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배경 개발 과정 주요 성과 및 계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질식사고.  
질식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망률이 매우 높은 재해입니다. 

· 산업재해 전체 사망률 1%  
· 질식사고 사망률 53%

질식사고가 치명적인 이유는 위험을 조기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질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경북 영덕 오징어 가공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을 점검하던 직원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스코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는 아니었지만, 지역사회에서 연이어 발생한  
안타까운 질식사고를 바라보며, 기업시민 포스코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해결방안을 도출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마트 세이프티볼은 밀폐공간에 유해가스가 존재 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가스 감지기와 동일한 작동원리이지만, 가벼운 무게와 충격을 흡수하는 
소재, 원거리 조회 기능, 배터리 수명 및 투척 후 회수방법 등 고려사항
이 많아 개발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공처럼 던지거나 굴려 가스를 측정하고 여기에 
스마트폰 확인 시스템을 만들면 원거리 조회가 가능하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세계 
최초 스마트 세이프티볼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이나 정비를 하기 전, 스마트 세이프티볼을 투척해 
가스 농도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질식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세이프티볼을 개발한 이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확산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및 포스코건설 건설현장 등 181개소에 스마트 
세이프티볼을 먼저 적용했고, 한국클래드텍, 대우조선해양 등 포스코 
고객사 및 지역사회에도 스마트 세이프티볼을 제공해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세이프티볼이 더 많은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도록 국내 철강사, 울산 석유화학단지 등 다양한 산업현장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 소방서, 수협 위판장 등 지역사회 다양한 일터에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Life With POSCO 관점에서 스마트 세이프티볼을 통해 모두와 함께  
미래를 만드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

1 2 3

사람을 살리는 작은 공, �
스마트 세이프티볼
세계 최초 스마트 세이프티볼 개발(2021.4월)

Life With POSCO

현상

함께 미래를 만드는 회사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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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배경 스페이스워크의 디자인 의도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

스페이스워크 건립사업은 포스코가 2018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이후,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포항을 
관광 명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됐습니다.

작품 기획 시, 포스코와 포항시를 상징할 수 있는 ‘철’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건립하기로 하고, 2019년 6월 공모를 통해 독일 부부작가 하이케 
무터&울리히 겐츠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스페이스워크 건립사업은 포스코와 포항시가 기획부터 준공까지 협력해 
MOU 체결, 디자인, 시민 의견수렴, 제작/설치까지 단계별 프로세스를 준
수하며 진행한 공공미술사업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페이스워크의 디자인은 포항 일월(日月) 신화의 ‘빛’과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철’을 바탕으로 ‘빛과 철의 노래’, ‘느리게, 함께 하늘
을, 예술을 걷다’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Community With POSCO 관점에서 포스코가 포항시와 새롭게 만들
어갈 비전과 가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포스코 철강 제품을 작품 소재로 
활용했으며, 최종적으로 관객의 경험을 통해 완성되는 참여형 작품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멀리서 보면 롤러코스터를 연상시켜 ‘빠른 속도’의  
이미지가 그려지지만, 작품 트랙 위에서 관람객들이 경험하는 것은  
‘작품을 따라 느리게 걷는’ 나의 신체와 공간의 관계입니다. 이런 모순적 
체험은 스페이스워크의 중요한 미학적 개념인 ‘시간의 상대성’을 의미 
합니다. 스틸로 그려진 우아한 곡선과 밤하늘을 수놓은 조명은 철과 빛의  
도시, 포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작품 위에 올라 360도로 개방된 풍경을 
바라보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전경이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2021년 11월 일반에 공개한 이후, 3개월 만에 21만여 명이 찾을 만큼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스페이스워크는 설계와 제작에 있어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했습니다. 

스페이스워크는 25미터 높이의 구조물로, 이를 떠받치는 땅속 기초  
콘트리트에 기초와 기초를 서로 연결한 지중보를 설치하고, 개당 85톤을  
지지하는 마이크로파일 114개를 추가 시공했습니다. 설계풍속은 
67m/s(최대 순간풍속 80m/s)로 국내에서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했던 
매미의 최대순간풍속 60m/s보다 튼튼하며, 진도 6.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1 2 3

사이즈 
트랙 총 길이 333m  
가로 60m, 세로 57m,  
높이 25m(해발 81m)

무게  
317톤

기획 및 진행 
포스코, 더톤

재질 
강관(SM355A),  
스테인리스 
(STS329J3L)/  
포스코 철강재

제작기간 
2019.4.1 ~  
2021.11.17 
(2년 7개월)

설계 
디자인투프로덕션(독일) 
나인디렉터스(한국)

제작 및 설치 
포스코건설

감리 
포스코 A&C

스페이스워크 탄생기

스페이스워크
스페이스워크 완공(2021.11월)

Community With POSCO

제원

지역과 함께 하는 회사

풍하중
기본풍속 40m/s 
(포항 법정 기준 36m/s) 
설계풍속 67m/s

계단하중
500kg/m2

지진하중
내진 1등급�
(포항 법정 기준 2등급) 

난간하중
5kN/m2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bit.ly/3FlHjz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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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중요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포스코홀딩스는 저탄소·친환경으로 대표되는 메가트렌드 전환 국면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ESG 경영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중요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를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포스코홀딩스 경영활동이 외부에 미치는 영향(Impact Materiality)과 외부요인이 포스코홀딩스 
재무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Financial Materiality)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이중 중요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를 첫 도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학계, 정부, 고객사, 공급사 및 임직원 등 
내·외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제1회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ESG 이슈풀(Pool) 중,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ESG 이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및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상위 10대 이슈는 
포스코홀딩스 ‘10대 핵심 ESG 이슈’로 선정, 중장기 KPI와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매년 기업시민보고서에 관리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   공통이슈: 글로벌 공시/평가 이니셔티브 및 공시 표준/법/규제/가이드라인 등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ESG 이슈 분석

•  산업이슈: 동종업계 선진기업에서 중요하게 보고하는 ESG 이슈 분석

•  조직이슈: 포스코그룹 내 사업회사별 기업시민보고서에서 선정/관리 중인 ESG 이슈 분석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및 이중 중요성 평가를 통해 포스코홀딩스에서 중점적으로 관리·공시
해야 할 10대 핵심 ESG 이슈 선정

Impact  
Materiality
(기업  사회)

Financial 
Materiality
(사회  기업)

Peer Group

미디어 노출 

Controversies

이해관계자 

Captial Market 

투자자 관심사

사업회사 이슈

임직원 설문 

비고

18개사

1,333건 

53건

전문가 집단 

141개 항목 

17개 어젠다

80개 이슈

전직원 대상 

주요내용

타사 핵심 ESG 이슈 벤치마킹

2021.1 ~ 2022.5 기간 중 보도된 포스코그룹 관련 주요  
기사 분석

ESG 평가기관이 식별한 포스코그룹 관련 논란

투자자, 정부, 고객/공급사 등과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의견 청취

MSCI, ISS ESG, Sustainalytics 등 ESG 평가기관 항목 및  
공시표준 분석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 포스코홀딩스에 문의한 주요 질의사항 분석

사업회사별 기업시민보고서 내 핵심 ESG 이슈 분석 

24개 이슈가 회사의 재무영향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구분

이슈 중요성 분석Step 2

Step 3

ESG 이슈 풀(Pool) 구성Step 1

‘10대 핵심 ESG 이슈’ 선정

중요성 평가 진행방식 및 프로세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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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포스코홀딩스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 개최(2022.5.19)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5월 19일, 포스코센터에서 ESG 관련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 
으로 관리해야 할 주요 ESG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열린 라운드테이블에는 신왕건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장, 임대웅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 배수일 성균관대 교수, 김동찬 
조선내화 상무, 양병호 포스코홀딩스 ESG팀장 등 포스코홀딩스의 경영의사 결정과 공급망 차원의 경영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기대사항 등을 제안하고, 포스코그룹의 균형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향후 정기
적으로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포스코그룹 기업시민/ESG 전략 및 정책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  현재 및 중장기적으로 포스코홀딩스에  
가장 중요한 ESG 이슈는 무엇일까요?

포스코그룹은 포스코 등 철을 다루는 사업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해당 사업회사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은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  
이슈이며, 철을 다루지 않는 비철회사에게 또한 기후변화 대응 이슈는  
중요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임직원, 협력사, 일용직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교육 등을  
활용해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문화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주주 권리 보호 이슈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해관계자  
대상의 소통을 활성화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면 주주가치 반영을  
위해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양병호  
ESG팀장 

신왕건 위원장

한영아 IR팀장

권미엽
삼일PwC  

파트너

내부 이해관계자외부 이해관계자

권미엽김원희

배수일
학계

임대웅
기후 전문가

한영아

류상협
고객사

김태남

김동찬
공급사

양병호

신왕건
투자자

포스코홀딩스 
친환경인프라팀장

성균관대  
교수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포스코홀딩스  
IR팀장

삼일PwC  
파트너

삼일 C&S  
팀장

포스코홀딩스  
철강팀 부장

조선내화  
상무

포스코홀딩스  
ESG팀장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

진행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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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중요한 ESG 이슈와 관련하여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 방안은 무엇일까요?

포스코는 기후변화 대응 이슈와 관련해 가장 먼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이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넷제로(Net-Zero)를 이행하는 사업, 재무전략을 수립, 공개
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회사라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임대웅 위원

Q3  포스코홀딩스의 중요 ESG 이슈를 효과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ESG 이슈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시장 및 주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는 ESG 정보 공시 역량이 강조됩니다. 이슈에 관해 정성적인 서술을 넘어 정량화
하여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보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수일 교수

넷제로를 향해 점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나간 결과뿐만 아니라, 감축을 
위해 투입된 기술, 기술 투자비용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수반돼야 합니다. 관련  
내부 계획을 구체화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이 보다 선명히 포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 선언을 선도적으로 한 것처럼, 친환경 제품 시장의 현재 규모나 수익이  
적더라도 과감히 확대 해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포스코그룹과 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가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올바르게 실행해야 중소 고객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남  
철강팀 부장

류상협 팀장

Q4  지주회사 체제에서 사업회사의 ESG 경영을 리딩하기  
위해 현재 포스코홀딩스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그룹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지주회사 차원에서 그룹계열사의 ESG 이슈에 관한  
대응 방안을 세우고,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져야 여러 회사를 아우르는 그룹의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며 수립한 그룹 전체 차원의 비전 및 전략 관점을  
응용할 역량이 필요합니다. 개별 회사와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긴밀히  
연결돼야 합니다.

다양한 ESG 이슈와 결부된 글로벌 표준 준수를 기반으로,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과 지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사업회사별 특성에 따라 코디네이션
할 수 있어야 전반적인 그룹 전체의 ESG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김동찬 상무

신왕건 위원장

배수일 교수

금년도 목표, 진행 현황과 내년도 계획으로 이어지는 디테일한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투자자의 언어로 공시가 이뤄져야 합니다. 일례로, 기후변화 대응 이슈는 탄소 절감을 
위한 노력에 관한 기술은 되어있으나, 마일스톤 등 보다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 관한 
공개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사업은 크게 철을 다루는 회사와 철을 다루지 않는 비철회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철강 회사와 비철강 회사는 이슈와 이슈별 중요도가 달라  
하나의 포스코홀딩스로 담기에 난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차원의  
정보공시에 있어 사업회사별 특성과 친환경 미래 소재의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한영아 IR팀장

김원희  
친환경인프라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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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중요성 평가결과(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평가 매트릭스 10대 핵심 ESG 이슈
Im

pa
ct

 M
at

er
ia

lit
y

Financial Materiality

중요이슈 (Material Issue)

Financial Materiality(사회  기업)

 

Impact Materiality(기업  사회)

 

1  기후변화 대응
4  에너지 효율/신재생에너지 사용
6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9  생물다양성 보존
2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8  인권 보호

10  공급망 ESG 관리
3  윤리/컴플라이언스 실천
5  주주 권리 보호
7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82 95

61 71

47 54

55 40
92 83

51 46

33 66

41 54

68 88

47 57

12

3
4

5

7

68
9

10

E

S

G

SASB

EM-IS-110a.1, EM-IS-110a.2

EM-IS-320a.1

EM-IS-130a.1, EM-IS-130a.2

 

EM-IS-430a.1

TCFD

●

●

●

 

●

 

WEF

Climate Change

Health and Well-being

Ethical Behavior

Climate Change

Stakeholder Engagement

Innovation of better products and services

Quality of Governing Body

Dignity and Equality 

Nature Loss 

 

SDGs

SDGs 11, 13

SDGs 3

SDGs 16

SDGs 7, 11

SDGs 9, 12

SDGs 3, 5, 10 

SDGs 14, 15

SDGs 12

GRI

GRI 201(2016), GRI 305(2016)

GRI 403(2018)

GRI 205(2016), GRI 206(2016), GRI 307(2016), GRI 419(2016)

GRI 302(2016)

Non-GRI

GRI 302(2016)

GRI 102(2016)

GRI 406(2016), GRI 408(2016),  
GRI 409(2016), GRI 410(2016), GRI 412(2016)

GRI 304(2016)

GRI 308(2016), GRI 414(2016)

핵심 이슈

1  기후변화 대응
2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3  윤리/컴플라이언스 실천
4  에너지 효율/신재생에너지 사용
5  주주 권리 보호
6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7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8  인권 보호 

9  생물다양성 보존
10  공급망 ESG 관리

글로벌 공시 프레임워크 및 이니셔티브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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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ESG 전략체계

포스코그룹은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 성장�
하고자 ‘GREEN Tomorrow, With POSCO’를 그룹의 새로운 비전 슬로건이자, ESG 비전으로 수립했습니다.
GREEN Tomorrow, With POSCO는 탄소중립으로 대표되는 메가트렌드 전환 국면에서 친환경 철강, 이차�
전지소재, 수소사업 등 친환경 미래사회의 완성을 주도하는 사업정체성 변화(=GREEN Tomorrow)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With POSCO)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GREEN framework
포스코그룹 ESG 경영은 기업시민 경영이념 아래 친환경 리더십을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를  
조성하며, 지배구조 선진화로 리얼밸류를 실현하는 경영입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미래소재의 의미를 담은 
GREEN을 키워드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포괄하는 5대 ESG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nvironmental

친환경  
리더십 주도

Social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 조성

Governance

지배구조 선진화로 
리얼밸류 실현

ESG  
전략 방향 

비전 슬로건
(ESG 비전)

경영이념

그룹 
성장 비전

5대 전략

중점영역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공정/e효율↑)

공급망 ESG 관리 
(인권/안전/탄소)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재해자수 Zero화) 윤리/컴플라이언스 이사회 운영 

(독립성/전문성/다양성)

친환경 Biz 확대 
(제품/서비스 개발·판매) 벤처 생태계 강건화 인권 보호 

(DEI&B) 공정거래 주주 권리 보호

환경영향 최소화 
(대기/수질/생물다양성) 전략적 CSR 인재 육성 조세 리스크 관리 ESG 

커뮤니케이션 강화

Green 
Competency

Responsible 
Value Chain

Employee 
Happiness

Ethics & 
Integrity

New Governance 
for Real Value

 핵심 ESG 어젠다

GREEN Tomorrow,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저탄소 공정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제품/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인류와  
자연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Green  
Competency

포스코그룹과 거래 중인 Biz 파트너사가 저탄소 기술, 인권, 안전 등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Value Chain 관점에서 지원하여   
지속가능성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Responsible 
Value Chain

안전한 작업환경 및 인권/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여 임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mployee 
Happiness

모든 비즈니스 의사결정은 철저한 윤리의식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윤리/컴플라이언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Ethics & 
Integrity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강화하고, 주주 권리 보호 및 투명한 정보공개 등 
리얼밸류 경영을 통해 포스코그룹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New governance 
for Real Value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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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핵심 ESG 이슈 관리내용
포스코홀딩스는 이중 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른 10대 핵심 ESG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회사의 ESG 리스크와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0대 중요 이슈에 대한 관리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최고 경영진의 KPI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스코홀딩스는 핵심 ESG 이슈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포스코그룹 ESG 전략체계

1)2022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거버넌스 핵심 관리지표는 검토 후 변경 가능성이 있음
2)밸류데이: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포스코그룹 7대 핵심사업별 주요 성과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장
3)포스코그룹: 포스코홀딩스와 주요 8개 사업회사(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의 국내 사업장에서의 직원 및 협력사 포함

E

S

G1)

구분 5대 전략 핵심 ESG 이슈 KPI 회사명 2021 실적 2024 목표 상세활동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개발

공급망 ESG 관리 Green Purchasing 금액

친환경

Green Competency

Responsible Value Chain

Employee Happiness

Ethics & Integrity

New  Governance 
for Real Value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신재생에너지 사용

생물다양성 보존

온실가스 배출량

총 에너지 사용량

제품 판매량

사업 수주금액

TNFD 기준에 따른 생물다양성 현황  
보고 사업장수

78.5백만 톤 75.7백만 톤포스코

16,096TJ 15,592TJ포스코케미칼

1개0개포스코케미칼

2.4백만 톤 2.4백만 톤포스코케미칼

380,053TJ 374,860TJ포스코

0개 2개포스코

632백만 톤 830만 톤포스코

101,947TJ 80,928TJ포스코에너지

13,274억 원 26,000억 원포스코건설

1개 1개포스코홀딩스

39,917억 원30,735억 원포스코

1,179억 원 3,200억 원포스코건설

5.1백만 톤포스코에너지 4.1백만 톤 p40~45

p46~48

p53~55

p67~70

p49~52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사망자수 3명 0명포스코그룹3) p56~61

89점87점인권 보호 P-GWP 점수 포스코그룹 p62~66

99.5% 100%윤리/컴플라이언스 실천 윤리교육 이수율 포스코그룹 p71~76

3건/년0건/년주주 권리 보호 밸류데이2) 개최건수 포스코홀딩스 p77~79

100%100%이사회 독립성/다양성/전문성 강화 사내외 이사 참석율 포스코홀딩스 p80~84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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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포스코홀딩스는 그룹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중요한 사안에 관해  
모니터링 결과와 대응 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 관리
내부 사업 리스크는 경영전략팀, 그룹 사업관리 담당 3개 팀(철강팀, 친환경인프라팀, 친환경미래소재팀),  
재무팀에서 모니터링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팀은 그룹 차원의 전략 추진과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를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신규 투자 진행 시에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ESG 리스크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사규에 명문화해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룹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3개 팀도 각 사업별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ESG 리스크가 없는지 점검 
및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재무팀은 환율, 자금 등의 재무리스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팀에서 모니터링한 주요 이슈 및 신규 사업투자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사안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1차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됩니다. 
산업 및 금융시장 동향, 글로벌 진출 지역의 사업여건 변화와 경쟁사 전략 등의 외부 사업 리스크는 포스코경영
연구원에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정기적으로 관련 부서에 보고되며, 그룹 정보 허브인 
GIH(Global Information Hub)를 통해 전 그룹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ESG 리스크 및 기타 비사업 리스크 관리
ESG팀은 포스코그룹과 관련된 내외부 ESG 리스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ESG  
이슈 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ESG 리스크 식별 및 판단기준을  
수립하고, 매월 단위로 사업회사별 ESG 리스크 현황을 종합해 관리합니다. 핵심 ESG 이슈는 포스코그룹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된 C-레벨 협의체인 ‘그룹ESG협의회’를 통해 매분기 정례보고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리·인권 등 기타 비사업 리스크는 ESG팀 내 윤리경영섹션이 법무팀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ESG팀은  
재무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연결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기 단위로 점검하여, 감사
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분기 연결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경영진이  
배제된 별도 미팅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된 의견을 청취하여 회사의 재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

이사회

재정위원회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룹ESG협의회

경영전략팀, 재무팀,
사업 담당 3개팀

전략, 투자, 재무,  
그룹사업 연관 이슈

내부

포스코경영연구원

경제/금융, 산업,  
글로벌 리스크

외부
ESG 리스크 기타 비사업 리스크

ESG팀

환경/사회/지배구조

ESG팀, 법무팀

윤리, 준법 등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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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ESG협의회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3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라 지주회사 중심의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회사별 ESG 이슈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C-레벨 경영회의체인 ‘그룹
ESG협의회’를 신설했습니다.
참석 대상은 지주회사 CEO 및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5대 사업 
회사 대표와 지주회사 주요 임원이며, ESG팀장이 간사입니다. 탄소중립, 안전, 환경, 인권, 생물다양성 등과  
관련된 ESG 이슈의 사업회사별 이행 현황을 분기 단위로 점검, 논의하고 있습니다.

1분기 그룹ESG협의회는 2022년 3월 30일(수),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계획과 포스코 탄소감축 전략 등을  
주제로 처음 개최됐습니다. 주요 논의 사안은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이사회 보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ESG 리스크 관리체계

리스크 관리

그룹ESG협의회 개최실적

안건 내용

포스코홀딩스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계획 

포스코 탄소감축 전략

중요성평가 수행 결과:  
그룹 10대 ESG 이슈 선정결과 및 대응방향

포스코그룹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건화 현황

포스코건설 안전실행 전략

포스코케미칼 2050 탄소감축 계획

포스코에너지 2050 탄소감축 계획

포스코인터내셔널 해외 사업장 인권경영  
강화 계획

구분

1분기 그룹ESG협의회 
(2022.3.30)

2분기 그룹ESG협의회 
(2022.6.3) 

 
 

•   그룹 차원의 ESG 전략, 정책 및 관리체계 수립
•   주요 사업회사 경영진과 ESG 이슈 점검 및 대응방안 주기적 협의
•   포스코홀딩스 기업시민보고서 발간 및 투자자 소통 등

•   사외이사3, 사내이사1

•   사업회사의 저탄소 정책, 안전, 환경, 보건에 관한 계획 점검
•   사업회사별 이행 현황 및 이슈 점검/논의
•   지주회사 이사회 또는 ESG위원회에 협의내용 보고 등

•   지주회사 CEO
•   5대 사업회사 대표, 포스코 안전환경본부장
•   지주회사 임원(경영전략팀장, 친환경 미래

소재팀장, 전략담당, 철강팀장, 친환경인프
라팀장, ESG팀장/간사)

•   사업회사별 ESG 이슈 공유 및 대응 방안 논의

→ 핵심 ESG 이슈는 ‘그룹ESG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   사업회사의 ESG 대응역량 Level-up 지원 및 ESG 평가 공동대응 등

•    지주회사 ESG팀
•    11개 사업회사 전담조직

주요 역할구성

ESG위원회

그룹ESG협의회
(분기 단위)

그룹ESG실무협의체
(격월 단위)

 이사회 보고내역  재정위원회 보고내역  감사위원회 보고내역  ESG위원회 보고내역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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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투자리스크 관리체계
포스코홀딩스는 투자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투자건에 대해 투자심의 프로세스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ESG팀을 포함한 각 전문부서 인원으로 구성된 실무급 협의회와 투자심의위원
회에서 검토되며, CEO 주재 의결기구인 투자위원회 및 이사회 등의 심의·의결로 확정됩니다. 또한 사업회사 및 
포스코홀딩스 담당자가 ESG 영향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ESG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검토하고 있으며, ESG 
평가결과는 투자성과 평가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의 프로세스

주요 내용

•   투자 대상 지역의 재생에너지 여건(RE100 등)은 검토하였는가? 재생에너지 사용 비용 및 
경쟁사 대비 탄소 원단위 등은 경쟁력이 있는가?

•   물 부족지역에 해당하지 않는가? 해당한다면 대응 계획은 검토하였는가? 
※물부족지역 점검 웹사이트: Aqueduct Water Risk Atlas(wri.org) 

•   대기, 폐수 및 부산물(폐기물) 관련 투자 대상 지역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 확보, 설비 
관련 투자 비용은 반영되었는가?

•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 여부 확인 및 관련 대응 전략은 검토하였는가? 
※보호지역 점검 웹사이트: Explore the World′s Protected Areas(protectedplanet.net)

•   건설/생산공정에 안전 관점 이슈가 있는가? 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   원료 조달, 이송, 사용과정의 ESG가 검토되었는가? (아동노동, LNG선박 등)
•   공청회 등 의사소통을 위한 채널이 정기/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아동·강제 노동 등 노동권/다양성 관련 리스크는 사전에 점검하였는가?
•   해당 국가 및 글로벌 반부패, 윤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그룹 ESG정책에 어긋남이 

없는지 검토하였는가?
•   해당 국가의 세법을 준수하였는가? 합작 투자인 경우, 지분구조상 연결 ESG공시 의무가 

어느 회사에 귀속되는지 점검하였는가?

ESG 체크리스트
구분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점검 항목

❶ 기후변화 

❷ 물  

❸  대기/수질/
부산물(폐기물)

❹ 생물다양성 

❶ 안전
❷ 원료
❸ 지역사회
❹ 인권
❶ 컴플라이언스 

❷ 조세/공시 

E

S

G

사업제안 투자심의위원회 투자위원회 이사회

투자리스크 관리현황
투자 승인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ESG 리스크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투자  
완료 이후에는 개별 투자사업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사업별 투자사업 
제안서에는 예상되는 ESG Risk 항목을 포함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전 계획부터 사후 평가  
단계까지 ESG를 고려한 투자 관리가 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ESG 위험 요인은 최소화하고, ESG 성장 기회
는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관리 프로세스

투자승인 상시 모니터링 투자성과 점검 후속조치 사후관리 종결

무역통상 리스크 관리
포스코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무역통상 전담조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의 무역통상 전담조직 명칭은 ‘무역통상실’로 담당임원이 총괄하며, 통상기획그룹과  
통상대응그룹 등 2개 그룹에서 법률, 통상, 회계 등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역통상
실은 무역보호주의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탄소국경조정 같은 새로운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 TF팀 운영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미국의 후판·냉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케이스와 인도 전기아연도금강판 반덤핑 케이스에서  
모두 관세율 0% 판정을 받았고, 베트남 도금재 반덤핑 케이스는 종결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외 중국 전기강판 반덤핑 케이스의 경우에도, 조사대상 기업 중 유일하게 포스코가 제안한 최소수입 
가격약속에 대해서만 중국 조사당국이 수용하였습니다. 

https://www.wri.org/applications/aqueduct/water-risk-atlas/
https://www.protectedplanet.net/en/search-areas?geo_type=site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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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ESG Performance

기후변화 대응 

그 외 이슈10대 ESG 이슈 

에너지 효율/신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환경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수자원 관리
E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인권 보호

임직원 경력개발과 공정한 평가

공급망 ESG 관리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지역사회 상생

S

윤리/컴플라이언스 실천

주주 권리 보호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정보보안G
투명한 세금 납부

ESG 채권 발행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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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는 기후변화를 중요한 리스크인 동시에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주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영활동 전반의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관리, 조직체계 구축, 관련 설비 투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그룹 최고 경영진으로 구성된 C-레벨 협의체인  
‘그룹ESG협의회’와 글로벌 사장단이 참석하는 ‘그룹경영회의’
에서 매분기 주요 사업회사별 탄소관리 현황을 주요 어젠다로 
관리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예상되는 리스크와 그에 따른 시나
리오 분석 및 이행경과는 포스코홀딩스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탄소배출량*은 포스코(91.0%), 포스코에너지
(6.0%), 포스코케미칼(2.8%), 기타(0.2%)로, 상위 3개사가  
전체의 99.8%를 차지합니다. 각 회사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GOVERNANCE 포스코 탄소중립위원회 조직도

 그룹ESG협의회 안건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안건

포스코는 2022년 3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포스코가 회사 전 부문에서 수립한 탄소중립 달성 전략을 전사
적인 시각에서 조정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탄소중립로
드맵 이행에 따른 주요 이슈를 점검하는 협의체입니다. 포스코  
대표이사가 위원장으로서 매분기 회의를 주재하며, 부문별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Green 철강기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Green 철강기술 자문단은 철강, CCUS(탄소 포집·활용· 
저장) 기술 등의 분야에 있어 전략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체 
입니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전략에 객관성,  
전문성을 더해 로드맵을 내실화하고, 대외적 공감대 형성과  
산학연 협업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포스코 탄소중립 로드맵의 체계적인 실행을 담당 
하는 전담조직으로 ‘탄소중립전략그룹’을 신설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대표이사 직속 안전환경센터를 중심으로,  
포스코에너지는 기획지원본부 내 에너지정책실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로드맵 전략수립 및 실행을 담당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및 기회요인 등 회사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각 회사별 이사회 및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체계적
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측정/보고 중인 국내 사업장 기준

포스코(78.5) 
91.0%

포스코에너지(5.1) 6.0%

포스코케미칼(2.4) 2.8%
기타(0.2) 0.2%

탄소배출량(Scope 1&2) 비중

POSCO 대표이사

정책지원실, 투자기획실, 
법무실, 기업시민실,  

커뮤니케이션실

탄소중립담당

탄소중립전략그룹

위원장

대외지원

안전환경본부장 
환경기획실장

위원
마케팅본부장 

마케팅전략실장 
무역통상실장

위원

생산기술본부장 
생산기술전략실장

위원

기술연구원장 
저탄소공정 
연구소장

위원

구매투자본부장 
원료1,2실장

위원

친환경미래소재팀장 
수소사업담당

위원

간사

온실가스 배출 관리
포스코그룹의 주요 배출사업장인 포스코는 ‘온실가스 관리시스
템’을 통해 국내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월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별도 측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분기 최고 경영층 참석 회의에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 tCO2e, 2021년)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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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설비 효율 향상 혁신기술 개발 단계적 설비 전환

포스코 탄소중립 로드맵
포스코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원료-투자-에너지-기술개발 등 중장기 종합 전략이 포함된  
‘2050 탄소중립 기본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평균 탄소배출량인 78.8백만 톤을 기준으로, 2030년 
10%, 2040년 5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포스코는 2050 넷제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성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연원료 대체를 추진하고, 중기적으로는 전기로 도입 및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실현가능성이 
큰 브릿지 기술을 도입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HyREX를 개발해 철강 공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STRATEGY
포스코 고유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HyREX는 이미 상용화된 
FINEX 공정의 유동환원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해외 철강사들이 적용하는 샤프트환원로 방식과는 원료와 설비
기술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료 측면에서 샤프트환
원로는 철광석을 일정한 크기의 구형으로 가공한 펠렛(Pellet)
을 사용하지만, HyREX는 철광석 분광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원료 확보가 용이하고 생산원가가 경제적입니다. 온도 제어기술
이 매우 중요한 수소환원제철에서 유동환원로는, 샤프트환원로 
대비 온도 제어에 유리해 설비기술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의 활동과 성과는 2021년 10월 
개최된 수소환원제철 국제포럼 ‘HylS2021(Hydrogen Iron & 
Steel Making 2021)’을 통해 공유된 바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8년까지 포항제철소에 연산 100만 톤 규모의 시험 
설비를 건설해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HyREX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FINEX 유동환원로의 
일산화탄소(CO)에 수소가 일부 혼합되어 있는 방식을 100%  
수소로 전환하기 위해, 유동환원 조업이 기존 FINEX와 어떻게 
다른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존 전기로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전기로 기술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수소환원제철  
전용 신 전기로 공정기술 개발도 추진해 2030년까지 HyREX  
기술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50년에는 HyREX와 전기
로를 활용한 방식으로 100% 대체하여 그린철강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생산

탄소중립  
이행과  

조강점유비 
변화

원료

에너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설비 변화에 따른 고품질 철스크랩 및 펠렛 확보

철원류(HBI) 합작 투자 통한 선제적 확보 장기 원료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수소] 해외수소 PJT 발굴 원자력/재생e 활용 수소 생산 등 수소 인프라 구축

[전력] 재생에너지 PPA 계약 확대 (장기) 단계적 자가 수소발전 전환(그린전력 생산)

고로 
(Blast Furnace) CCUS

전기로 
(Electric Arc Furnace)

HyREX

수소환원제철 설비 전환(2033~)

전기로 활용 저탄소 대응(2025~) 전기로 기술 고도화

2050 
(Net-Zero)

Scope 1&2  
감축목표

2040 
(▲50%)

2030 
(▲10%)

기준 
(78.8백만 톤CO2)*

*2017~2019 포스코 국내사업장 배출 총량의 평균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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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STRATEGY 탄소중립 설비구성 시나리오
포스코는 효과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설비구성  
시나리오입니다. 루트1(Route 1)은 HyREX를 통해 제조된 직접환원철(DRI, Direct Reduced Iron)을 ESF(Electric Smelting  
Furnace) 전기로에 넣어 쇳물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제강설비를 활용해 원가 측면에서 유리하고, 고부가가치 강종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루트 2,3 방식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다소 많고, 국내 수소공급 등 인프라가 구축돼야 경제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이슈입니다. 루트2(Route 2)는 HyREX를 통해 제조된 직접환원철을 사용하는 것이 루트1과 동일하지
만, EAF(Electric Arc Furnace) 전기로에서 용해와 취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탄소배출량이 적고 원가 경쟁력
도 뛰어나지만, 고급강을 생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EAF 전기로 기술을 개선한다면, 고급강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루트3(Route 3)은 EAF 전기로를 활용하는 것이 루트2와 동일하지만, 수소DRI 대신 철스크랩과 HBI(Hot Briquetted 
Iron)를 활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포스코는 글로벌 저탄소 기술개발 트렌드를 반영해 탄소중립을 위한 최적의 설비구성과 
생산방식을 도출하고, 미래 글로벌 철강시장에서 친환경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B B BA-

그린 파트너십
포스코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에 참여해 기후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국내 제조업 
최초 TCFD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TCFD 권고안에 따라 탄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Scope 3 관리 강화
포스코그룹은 Scope 3 배출이 많은 사업회사의 Scope 3 측정 
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합니다. 내년부터 단계별로 정보  
공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매년 기업시민보고서를 
통해 Scope 3 배출량을 공개해 왔으며, 2021년 ISO 14064-3* 
검증 기준에 따라 Scope 3 배출량에 관한 제 3자 검증을 수행
했습니다.
*온실가스 선언에 관한 타당성 검증 및 확인을 위한 세부지침

CDP Climate Change 평가 결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장단점 비교

Route 1

CO2 감축량 고 저
유리 불리고급강 생산
고 저원가 경쟁력

Route 2

CO2 감축량 고 저
유리 불리고급강 생산
고 저원가 경쟁력

Route 3

CO2 감축량 고 저
유리 불리고급강 생산
고 저원가 경쟁력

설비구성 3가지 시나리오 

HyREX1) 

(수소 DRI 생산)

Route 1

ESF3) (용해)

Route 2

EAF4)(용해 및 취련)
정련

Route 3

EAF

전로(취련)수소DRI2)

Route 1 Route 2 Route 3

용선

수소DRI

용강

용강

용강
철스크랩

HBI

철스크랩

HBI5)

1)HyREX: Hydrogen Reduction
2)DRI: Direct Reduced Iron

3)ESF: Electric Smelting Furnance
4)EAF: Electric Arc Furnance

5)HBI: Hot Briquetted Iron

2021년 포스코 온실가스배출량(Scope 3)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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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2025   
10% 감축

2030   
25% 감축

2040   
56% 감축

기후변화 대응

포스코케미칼 탄소중립 로드맵
포스코케미칼은 2022년 7월 기업시민보고서 발간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에너지소재사업 부문의 탄소 
중립은 국내외 고객사 및 공급망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
하여 2035년까지 선제적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 
에는 CDP 인증, TCFD 지지선언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동참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탄소감축전략을 수립
했습니다. 우선,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공
정배출은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도입 및 2030년까
지 Pilot Plant 설치에 의한 검증을 통해 2050년까지 공정배출  
탄소량을 제로화할 계획입니다. 이어,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 2050년까지 전 사업장의 RE100을 달성하고, 이 중  
에너지사업 부문은 2035년까지 100% 탄소중립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연료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기관과의 협업 과제에 적극 참여해 관련 기술을 조기 개발
하고, 환경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STRATEGY

마일스톤

 
 

 
 

 
 

양극재 생산 시 공정배출 원인인 탄산리튬(Li2CO3) 대체를 통한 에너지 공정배출 제로화

탄소 포집·활용·저장기술 확대(흡수/분리막, 화학전환, 광물화)탄소 포집, 활용·저장기술 도입

내화물 소성로 연료투입장치 개선

내화물 소성로 저탄소 연료전환 음극재 소성공정 에너지 원단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공정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절감

저탄소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 향상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REC 구매(총 전력의 83% 수준) *에너지소재사업 2035년 100% 재생에너지 확대 100%

설비/공정개선을 통한 전력절감(펌프 회전수 제어, 컴프레셔 자동트랩 설치 등)

목표

전략

공정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력절감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소재사업 부문은 국내·외 고객사 공급망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하여 2035년까지 선제 추진

온실가스 감축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연·원료 대체 등 저탄소 경영체계 강화

저탄소 연료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

CO2

※단계별 실행된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2050년까지 감축량 반영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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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STRATEGY

주요 전략 과제

포스코에너지 탄소중립 로드맵
포스코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022년 
7월 기업시민보고서 발간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Blue & Green 2050> 비전 및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계적으로 ‘LNG 발전의 수소 혼·전소 전환’, ‘수소발전 신 생태
계 구축’, ‘수익성 기반 신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발전 지분매각 
및 LNG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LNG 
발전의 저탄소화를 위해 단계적 설비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인천LNG 복합발전소 3, 4호기(1GW) 업그레이드 
시, 수소 혼소 30vol.% 적용 및 단계적 CCUS(탄소 포집·활용·
저장)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VISION 포스코에너지 ‘Blue & Green 2050’ 달성

MISSION 2050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반 친환경 발전 선도기업

2050 탄소 중립 
로드맵

1)기준점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설정함
2)탄소중립 로드맵은 수소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의 탄소배출 저감을 인정하는 제도 마련을 전제로 설정
3)그룹의 그린 에너지 공급 역할 수행을 위해 포스코그룹의 40년 CO2 저감 목표를 상회하도록 설정

전력의  
그린화

·  3~4호기 업그레이드 시, 수소 혼소 및 단계적 CCUS 도입
·  5~9호기 업그레이드 시, 수소 전소 전환
·  수소 혼소 운전 기술 안정화 후 그룹사 및  

전력 다소비 기업 대상 사업 확장 도모

·  태양광, 풍력 등 기존 발전 역량 및  
외부 전문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수익성 높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  REC 잉여분 판매 및 그린 전력 PPA* 등을 통해  
포스코그룹사의 그린에너지 공급자로서의 역할 수행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 거래 계약

· (인천) 중장기 수소 발전 및 수도권 수소 공급을  
위한 저장 인프라 구축

· (광양 및 포항) 산업용 수소 공급을 위한  
공급 인프라 구축

· 수소 수요 증가 대응 LNG터미널 증설

LNG 발전의 수소 혼‧전소 전환

수익성 기반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발전 신 생태계 구축

석탄발전 지분 매각 및 LNG 전환

· 베트남 몽즈엉Ⅱ 석탄화력발전소 지분매각  
추진 중(2023~)

· 베트남 뀐랍Ⅱ 석탄화력발전소 LNG발전 전환

예비투자 허가 LNG전환 허가 준공 및 상업운전
2020년 ~2023년 2029년~

향후 계획

H2

2020년 
536만tCO21) 2)

2030년 
▲ 20%

2040년 
▲ 60%3)

2050년 
탄소중립 달성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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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기술(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은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기술(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 실증 민관합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로, 전로, 파이넥스 용융로 등에서 발생하는 고온 가스에서 고순도 이산화탄소를 분리 포집 후, 코크스 오븐에 취입해 부생가스  
발전의 열원으로 활용하는 저탄소 친환경 기술입니다. 성공 시, 세계 최초로 상업화되는 상징적 기술이자 글로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포스코 ‘철강산업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전환 기술의 국내 첫 실증사례가 됩니다. 포스코그룹은 경제성 있는 이산화 
탄소 자원화를 위해 2010년부터 기술개발을 추진해왔으며, 기초연구와 데모플랜트 가동을 통해 탄소 감축 효과와 경제성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주요 특허  
20건도 출원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CCU 주요 특허 리스트(포스코/RIST) 

구분

10-2014-0186578

10-2015-0045546

10-2015-0053318

10-2016-0075326

10-2016-0178346

10-2017-0027180

 

주요 내용

코크스 오븐 취입 가스의 제조 장치 및 그 방법

코크스 오븐 내 가스 투입 장치

코크스 오븐 및 이를 활용한 반응가스 투입 방법

코크스로의 가스분사장치

코크스 오븐 내 취입 가스 승온 방법 및 코크스 오븐

코크스 오븐 취입 가스의 제조 장치 및 그 방법

철강산업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의 포집, 전환, 자원화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제철소의 고로, 전로, 용융로에서 발생하는 부생 
가스에는 20%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은 화학흡수, 물리흡착, 막분리 기술 등입니다. 기술별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순도와 경제성에 차이가 있어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포스코가 실증에 성공한 기술은 부생가스에서 포집·분리한 
이산화탄소를 코크스 오븐에 취입, 폐열과 미활용 부착 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해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결과적으로 COG 가스 열량이 7% 증가해 
열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환된 일산화탄소는 공정 내 연료로 재활용해 탄소저감에  
기여합니다. 데모플랜트 검증 결과, 코크스 오븐에 취입하는  
이산화탄소는 65~70% 수준의 중순도만으로도 가능해 고순
도화를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포스코가  
개발하는 포집기술은 물리흡착 방식이 적정하고, 경제성과  
타공정 확장성도 유리하므로 향후 수소환원제철을 위한 기초 
기술개발 차원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리 
흡착 방식은 반응기 내 다공성 흡착제를 이용해 압력변동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기술입니다.
포스코그룹의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 실증 사업은 2024년 완료 
예정이며 포항/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 시, 연간 32
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O2 포집 전환 실증 프로세스

CO2 취입·자원화

80톤-CO2/일 COG ▲7%

CO2 + C → 2CO

부생가스
CO2 COG

CO2 포집·분리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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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신재생에너지 사용

포스코그룹은 환경에너지 통합경영 방침에 따라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탄소 배출량 비중이 큰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3사에 대해 C-레벨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로드맵과 
연동된 에너지 전략은 이사회 보고 사항으로 관리됩니다.

GOVERNANCE

STRATEGY

・  ISO 14001/50001을 기반으로 환경, 에너지 통합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환경, 에너지 경영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환경, 에너지 통합체제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청정에너지 사용 확대, 저탄소 공정기술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한다.

환경에너지 통합 경영 방침

에너지 효율 개선
발전 효율 개선
포스코는 철강공정 내 발전 효율 향상 활동 등 에너지 효율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철강 공정 
및 발전소 연료로 활용하며 이를 통해 2021년 제철소 사용 전력의  
88%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저효율 발전 
설비를 합리화해 발전효율을 향상하고 부생가스 발생량을 최소
화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부생가스 발생과 수급 현황의 실시간 
예측 기술을 개발해 발전량을 최대화할 것입니다.

저탄소 투자 및 기술개발
포스코는 2021년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회수 설비 신설· 
보완·교체 및 공정개선 등에 투자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포항 
BFG 내 LDG 혼입기술 개발을 통해 LDG를 추가 회수하여 발전
소로 공급하는 투자를 진행했으며, 추가적으로 부생가스 회수
증대를 위한 설비개선 및 연구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고효율 발전 설비 대체 운영 
포스코에너지는 2015년에 복합 7~9호기를 고효율 발전 설비로 
준공하여 연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기존 1, 2호기 대비 온실가
스 발전 원단위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복합 7~9호기 운영을 통해 
달성한 2021년 온실가스 연간 감축량은 1,277,819tCO2 입니다.
 
5, 6 호기 터빈 폐열 회수 성능 개선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15년 복합 5, 6호기의 냉각용 가스 터빈 
운영 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증기를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성능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달성한 2021년 온실가스 연간 
감축량은 6,233tCO2 입니다.

가스터빈 필터 개선 
포스코에너지는 2020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복합 3호기부터 
6호기까지 가스 터빈 공기압축기 오염에 의한 성능저하 방지를 
위해 Air Intake System 필터를 고효율 필터(HEPA)로 개선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달성한 2021년 온실가스 연간 감축량은  
6,035tCO2 입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 확대 
포스코케미칼은 조업 과정 중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에너지로  
재활용하고 생산 설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등 사업 전반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사업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화석에너지 대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발전 기대량은 
46,928 kWh 수준입니다.

에너지 관련 인증
포스코는 2012년 9월,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매년 재심사를 통해 인증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천연자원〮부산물의 효율적 사용, 친환경 제품개발 등  
전 과정에서 자원보존과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  친환경 생산공정과 최적 방지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  환경〮에너지 통합체제와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층에 보고하며 소통한다.

포스코그룹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친환경 경제 구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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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신재생에너지 사용

STRATEGY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에 유휴 부지인 폐염전 부지를 활용하여 
14.5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 
니다. 폐염전 부지는 평평하고 단단해 태양광 발전 구조물을  
설치한 후에도 안전한 것이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염전의 특성인 
많은 일사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효율적입니다. 
또한 폐부지를 활용해 신규 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안 
태양광 발전단지는 5,300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 연간 
19,000MWh의 효율이 높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일대에 총 20기 풍력 발전기로 구성
된 발전용량 62.7MW의 육상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운영하
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월, 2016년 2월 단계별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 착공했으며, 2016년 12월 24MW, 2017년 6월 
18MW에 이어 2018년 5월 20MW 발전기에 대해 상업운전을 
순차적으로 개시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은 해상풍력 잠재량이 우리나라 전체 37%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될 만큼 우수한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
니다. 포스코에너지는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육해상을 연계 
하는 풍력발전을 개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안군 자은도 서쪽 2.5km 해상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300M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단지를 건설 중입니다.

풍력 발전

탄천물재생센터 인근에서 한강으로 배출되는 생활 하수는 매일 
110만 톤으로, 최종 방류 시 평균 12℃의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에너지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로 회수해 인근 지역의 난방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 최초, 국내 최대 규모의 하수열 난방시설로, 연
간 2만 가구가 사용 가능한 난방용 에너지(연간 20만 Gcal)를 
생산합니다. 
포스코에너지는 2014년부터 15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서울시에  
양도하는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 사업

신재생 에너지 
포스코그룹은 포스코에너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부터 관련된 투자, 
벤처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치 위치 위치발전용량 발전용량 열생산량
전라남도 신안군 팔금면 14.5MW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 서울시 강남구62.7MW 20만Gcal/year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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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 사업 개념도

에너지 효율/신재생에너지 사용

STRATEGY 벤처투자를 통한 미래 에너지 리더십 확보
VPP(Virtual Power Plant) Lab, 가상 발전소 프로젝트
VPP Lap은 포스코에너지 사내벤처 1호 기업으로, 가상 발전소  
운영 기술 기반의 에너지 자산 관리 플랫폼 전문기업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발전량과 수요량의 오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측이 어렵다보니 에너지 초과 발전이나 낭비로  
인한 비효율이 많습니다. 이에 VPP Lap은 AI 기반의 학습 예측 
모델로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수요량 사이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상 발전소(VPP) 기술을 바탕으로 한 VPP Lap의 전력 중개 
플랫폼 ‘Flow’는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소 250개소 이상, 총 
350MW 이상의 분산 발전 자원 운영 경험과 AI 기술이 집약돼 

전력거래소
(KPX)

혼합형 확장 영역

전력 중개 
Platform

고객군VPP 사업자

고객 모집 
(소규모 신재생 발전)

VPP 자원 
운영 및 관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등

공장, 빌딩, 
냉동창고 등

수요자원 

전력시장거래 
(입찰 / 정산 대행)전력 판매

대금 정산,  
시장정보

DER 발전

발전 지시,
운영정보

신재생E

있습니다. 그 결과 풍력 발전소 발전량 예측 오차율을 8%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또한 발전소 특성을 분석한 맞춤형 태양광발전소를 
운영 관리 중이며, 재생에너지 초과 발전이 예상되는 시간에 계획한 만큼 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수요자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부터, 수백 MW의 대규모 단지까지 운영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영  
자원을 확대하면 고도화된 VPP 플랫폼을 활용, 민간발전사업자 규모의 발전 설비를 운영해 전력시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전환 준비
포스코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고로 조업 비중을 줄이고,  
전기로 및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제철 프로세스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로 조업이 줄어들면 부생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자가발전의 비중도 줄어들게 됩니다. 동시에 수소환원제철용 
유동환원로 등 상대적으로 전력사용이 많은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 제철소 전체 전력 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ISK 
MANAGEMENT

포스코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른 전력 변화 전망

■고로    ■전기로    ■수소환원제철(HyREX)+전기로
       전력 사용량          자가발전비중

2021                               2030                             2040                             2050

88%

24.5Twh

사업장 CO2 감축율 10% 50% Net-Zero

포스코는 고객사 RE100 제품 요구를 충족하고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에 대한 수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국형-RE100 제도 상의 REC 
등 인증서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확보하여 고객사의  
재생에너지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제철소 내 부지를 활용한 자가 재생 
에너지 발전 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 
구매계약(PPA) 방법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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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부문
에너지 – 풍력용 성능향상 강재
글로벌 풍력 시장은 대용량 해상풍력 위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LCOE1) 저감을 위한 경제적인 설계의 필요에 따라  
기존 규격 대비 우수한 성능의 강재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문 기술기관이자 인증기관인 DNV와 협업해 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등의 설계에 포스코 성능향상 강재를 반영하는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력용 성능향상 강재는 두께가 증가해도 
일정 강도를 보증합니다. 피로 성능을 높인 강재들은 안전성을 
강화하고 강재 사용량을 저감하는 친환경 솔루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1) LCOE(Levelized Cost of Energy, 균등화 발전비용): 발전기가 생산한 전력의 

단위당 단가 산출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STRATEGY

포스코 친환경 제품 판매 실적 및 목표 

2022년(목표) 

640만 톤

2021년(실적) 

632만 톤

자동차 – 친환경 기가스틸
포스코는 차세대 자동차 강판 ‘기가스틸’의 개발과 판매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가스틸은 경쟁소재인 알루미늄,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과 비교해 경량화, 생산비용, 친환경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차체 경량화로 CO2 배출량을 기존 
대비 약 10% 감소시켜 각광받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포스코에
서 개발 및 양산 중인 기가스틸은 DP강, CP강, TRIP강, 3세대
강, Mart강, HPF강 등입니다.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STRATEGY

포스코 친환경 제품 판매 실적 및 목표 

2024년(목표) 

830만 톤

2021년(실적) 

632만 톤

포스코는 친환경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그린 
철강을 통한 고객과의 공생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를 위해 
풍력,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니즈에 맞게 마케팅 
조직을 효율화했습니다. CO2 및 유해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38개 세부 아이템을 선정해 타겟시장별 친환경 제품 개발  
로드맵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생애
주기별 CO2 저감 기회를 발굴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시점에 
개발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포스코는 그린뉴딜 산업 투자가 본격화함에 따라 친환경  
철강 판매 목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강재 및 솔루션 
개발에도 집중하고자 합니다. 

조선 – 친환경 LNG 저장용 극저온 고망간강
포스코는 고망간강을 적용하는 임가공 및 탱크 제작사에 가공과  
용접 등 이용기술 전반에 관한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2021년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하팍로이드(Hapag-Lloyd)로부터 컨테
이너선(2만 3,660TEU) 6척을 수주했습니다. 하팍로이드의  
컨테이너선은 탄소배출을 저감한 친환경 기술인 LNG 연료탱크의 
탑재가 필요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연료탱크 소재로 품질 
수준이 뛰어난 포스코 고망간강을 적용했습니다. 본 사례를  
기반으로, 향후 LNG 추진 선박용 LNG 저장탱크에 포스코 고망
간강 적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전 – 가전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강재, Hyper NO

포스코는 모터 핵심 소재인 전기강판 개발 혁신을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Hyper NO의 자기적 특성은 에너지
를 절감하고 강한 파워를 제공해 효율적인 모터를 만듭니다.  
탄소중립을 향해 급격히 증가하는 모터 수요에 대응하고자  
연산 30만 톤 규모의 무방향성 전기강판 공장을 신설할 예정
입니다. 공장 신설 이전에도 축적된 제조 능력을 통해 전기 
강판 공급에 힘쓸 것입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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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프리미엄 강건재: INNOVILT(이노빌트) 신모빌리티: e Autopos(이오토포스) 친환경에너지소재: Greenable(그린어블)

포스코 ‘3대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시장 개척
세계철강협회는 철강제품 생산부터 사용단계를 포괄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 관점의 친환경성에 주목합니다. 이에 따라  
탄소 감축을 위한 철강업계 중점사항을 ①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저감 ②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고객 제품으로  
순환경제에 기여 ③친환경 저탄소 사회를 위한 제품 개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고객과 사회 전반의 탄소 감축을 위한 ‘3대  
전략 브랜드’로 2019년 친환경 강건재 프리미엄 브랜드 ‘INNOVILT’에 이어, 2021년 친환경차 통합브랜드 ‘e Autopos’와 친환경에너지 
소재 브랜드 ‘Greenable’를 각각 론칭했습니다.

2019년 11월 국내 최초 프리미엄 강건재 통합 브랜드 ‘INNOVILT’가 
출범했습니다. 

2021년 1월 론칭한 ‘e Autopos’는 ‘eco-friendly(친환경)’와 
‘electrified AUTOmotive Solution of POSco(전동화 솔루
션)’를 결합한 브랜드입니다.

2021년 10월 론칭한 ‘Greenable’은 풍력, 태양광, 수소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수송, 저장에 적용되는 전문 제품과 솔루
션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이노빌트 제품은 포스코 고강도강을 적용해 자재 사용량을 절감 
합니다. 우수한 시공성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제품 제작 및  
시공 단계에서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건축구조용 제품입니다.  
목재와 석재 무늬 질감을 그대로 연출한 내·외장재용 제품은 벌
목, 채석 등 자연 훼손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INNOVILT 공급사슬(Supply Chain)

‘e Autopos’ 주요 제품은 차체·샤시·배터리팩용 고장력 강판, 
전기차 핵심부품인 구동모터용 고효율 ‘Hyper NO’ 전기강판, 
높은 전기 전도성과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수소차 연료전지  
금속분리판용 ‘Poss470FC’ 스테인리스 강판 등이 있습니다.  
복합소재를 적용한 포스코 고유 모델 배터리팩과 경량화 배터리팩 
소재 등 신제품 개발로 고객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풍력발전용 소재 ‘Greenable Wind’, 클린 에너지 태양광  
소재 ‘Greenable Solar’, 수소 소재용 ‘Greenable H2’ 등 총  
3가지로 구성됩니다. 주요 제품은 태양광 발전설비 하지재용  
고내식 도금강판, 풍력타워/하부 구조물용 후판, 수소배관/고압
용기용 열연 강판 등입니다.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Innovation(혁신) + Value(가치) + Built(건설)
포스코 프리미엄 스틸로 건설의 가치를 혁신한다. 

COLLABORATE

*eco-friendly & electrified AUTOmotive Solution of POSco
with POSCO

Green 
친환경

Enable 
가능하게 하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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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STRATEGY 친환경인프라 부문
수소 인프라
포스코그룹은 미래 에너지 핵심인 수소를 그룹 사업으로 육성해 
사업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 그룹사 수소사업 역량을 집중해 수소 생산부터 
저장, 유통, 활용까지 Value Chain 전반에 시너지를 극대화하
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친환경 국제인증
2021년 11월, 우즈베키스탄 면방법인은 글로벌 친환경 인증기관  
Control Union의 GRS1)와 RCS2) 인증을 동시 취득했습니다.  
원료부터 원사, 원단, 최종제품 등 LCA관점의 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PT.BIA 법인은 2021년 
9월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RSPO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생산·유통·가공 등 
팜 산업 전 단계에서 환경 보호는 물론 경영 투명성, 지속 가능성, 
농장 책임경영, 지역사회 의무 등의 원칙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
하고 있습니다. 
1)Global Recycled Standard
2)Recycled Claim Standard

제로에너지 빌딩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는 지난  
2018년 1월 비주거시설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친환경 건축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친환경에너지 플랜트/건축
해상풍력
포스코건설은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및 운영사  
오스테드와 포스코가 맺은 1.6GW 규모의 인천 해상풍력 건설 
사업에 참여합니다. 2026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상부시
설, 하부기초, 인허가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수소생산 사업투자
・ 수소환원제철 플랜트

・  수소/암모니아  
발전 투자

・ 유통사업 투자

・ 사업개발 지원

・  그룹사 수소사업 관련  
기술제안 및 지원

・ 수소환원제철 플랜트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그룹  
수소사업

수상 태양광 모델 PoSolar

그린 리모델링(한국외대 도서관) 그린 리모델링(RIST 본관동, 연구동)

모듈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레지던스 호텔)

모듈러(광양 기가타운)

광양 기가타운 홍보영상

포스코A&C, 그린리모델링&모듈러
포스코A&C는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그린 리모델링 공모전’에
서 국내 최다인 5회 수상 실적으로 친환경 기술력을 인정받았
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 골조를 재활용해 자원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
는 친환경 건축공법입니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 조립 가능합니다. 최대 50% 공
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물 해체와 이축 시, 최대 80%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포스코건설은 수상태양광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포세이돈 
강재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구조체와 부력체의 설계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https://bit.ly/3eKDKas
https://youtu.be/ms75VKcUduw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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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재 
포스코케미칼은 대한민국 배터리 업계  
최초로 천연흑연 음극재에 대한 EPD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고 음극재 공정에서 
발생하는 흑연분을 재활용하는 순환자
원 품질표지 인증도 획득했습니다.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RISK 
MANAGEMENT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환경부는 2001년부터 환경성적표지(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PD는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생산, 사용, 폐기 등 전 과정(LCA)에 대한 환경 영
향을 측정, 공개하여 지속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철강
포스코는 후판, 선재, 도금강판(HGI), 기가스틸(980DP), 고내식
강판재, 열연, 냉연, 전기강판 등 13개 제품군에서 환경성적표지 
(EPD)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는 모든 철강 제품군은 EPD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기가스틸 제품의 경우, 2018년부터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의 EPD를 매년 재인증하고 있습니다.

 

Wheel weight(kg/EA)
Wheel production  
CO2eq.(kg)

Production CO2eq. (kg)
Driving CO2eq. (kg)
End of life CO2eq. (kg)
Total CO2eq. (kg)

철강솔루션 사례
고객협업 철강솔루션 전개

포스코는 철강솔루션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철강솔루션연구소를 통해 완성도 높은 강재 솔
루션을 제공하고,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 수치 
분석을 실시합니다. 자본 및 인력 문제로 친환경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고객사를 위해 철강솔루션 친환경 
평가를 지원 중입니다. 

철강솔루션의 전과정평가

철강은 무한히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 선별이 자석으로  
쉽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합니다.  
정부 및 산업체도 구체적인 수치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SO 14040 국제표준에 기반한 ‘전과정평가법
(LCA, Life Cycle Assessment)’도 이 중 하나입니다. LCA는  
소재 채굴에서 정제, 부품제조, 사용단계, 폐기 및 재활용의 
모든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
합니다. 철강솔루션연구소는 포스코 고유 철강솔루션에 LCA 
평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제조 중 발생하는 공해 
물질을 줄이고, 제품 중량 감소 및 성능 향상을 통해 온실 
가스 저감 효과를 정량화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철강 휠

자동차 휠은 지면에 접촉해 차량의 주행안전을 책임지는  
핵심부품입니다. 포스코는 고객사와 협업해 휠에 고강도강을 
적용, 높은 내구성과 외관 디자인이 우수한 솔루션(스타일드  
휠)을 완성했습니다. 알루미늄 휠과 비교해 차량 한 대당 온실 
가스 배출량은 100kg 이상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등록 
차량은 2천만 대 이상으로 솔루션 보급을 확대할수록 사회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LCA 평가법은 세계철강협회 산하 
‘WAS(WorldAutoSteel)’에서 개발한 UCSB*모델을 사용합니다. 
소재 생산부터 제조, 차량 주행, 재활용 각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bara 

알루미늄 휠 

8.3
151 

7,102
29,370
-2,384

34,088

스타일드 휠 
(철강 휠)

8.8
33 

6,630
29,397
-2,060

33,967

증감률 

6.0%
△78.1% 

△6.6%
0.1%

13.6%
△0.4%

LCA*

* Compact car, WLTP 3b,  
200,000km, 기준 산정 결과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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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은 전 세계 사업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복원에 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그룹 차원의 생물다양성 정책을 신설, 공개했으며 ESG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했습니다. 2022년 포스코홀딩스 출범과 함께 
신설된 C-레벨의 ‘그룹ESG협의회’에서도 ‘탄소’, ‘안전’과 함께 ‘생물다양성’을 3대 핵심 ESG 이슈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ESG위원회 정기 보고를 통해 그룹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존

GOVERNANCE

STRATEGY 신규 사업장 생물다양성 영향 검토
포스코그룹은 신규 사업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투자심의 과정
에서 ESG 리스크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SG 리스크 점
검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있으며, 사업장의 동물과 식물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조사를 포함합니다.

TNFD 가입 통한 생물다양성 보존 지지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포럼에 가입, 그
룹 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리를 공식화했습니다. 포스코, 포스코
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주요 사업회사도 TNFD 포럼에 가입해 
TNF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사업장 생물다양성 책임 이행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부터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서  
34,195ha 규모의 팜농장을 PT.BIA 법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PT.BIA 법인은 2018년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 가능 팜오일 산업 협의체)’ 멤버
에 가입하고, 2020년 3월 대한민국 기업 최초 팜사업 환경사회
정책인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
tion)’를 선언했습니다. 2021년 9월에는 친환경 국제 인증인 
RSPO를 취득하고, 농장 내 환경보호지역 관리 프로그램과  
농장 외 지역에 대한 환경보존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 공개했습니다. 
향후 25년간 이 계획을 이행하며, 2022년부터 매년 그 성과를 
RSPO에 보고하게 됩니다. 

제철소 인근 해양생태계 보존
포스코는 포스코그룹 연구기관 RIST와 함께 철강슬래그를  
재료로 인공어초 트리톤을 개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7천 개의 트리톤을 대한민국 해역에 설치했습니다. 철강슬래
그는 해양생태계에 유용한 칼슘과 철 등 미네랄 함럄이 높아 
해조류의 생장과 광합성을 촉진합니다. 고비중, 고강도 특성
으로 태풍이나 해일, 해수 부식에도 강해 블루카본 효과가 뛰
어납니다. 포스코 트리톤 바다숲 프로젝트는 자원순환과 생태
계 보전 효과를 인정받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와 세계지
속가능발전협의회(WBCSD)에 우수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또한 
2020년 세계철강협회 스틸리어워드(Steelie Awards) ‘지속가능
경영(Sustainability)’ 부문 최우수 기업의 영예도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바다비료와 신형 인공어초를 개발해 설치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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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아르헨티나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
포스코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인수, 2020년 염수리튬 데모플랜트와 2022년  
염수리튬 1단계 공장을 착공해 리튬 사업 경쟁력을 높여왔습니다.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염호 개발에 있어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환경영향에 관해 6개월마다 전문가와 함께 현황을 조사(연 1회  
지역주민 공동 참여)하고 그 내역을 지역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업 등의 사유로 자연 환경을 훼손 
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생물종 보전을 위한 노력
포스코아르헨티나는 현지 직원에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금지사항과 운전 수칙 등을 정기 교육하며,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SPECIAL PAGE

도로 주행 관련 규정

• 인허가된 도로에서만 주행, 신설 도로 이용 최소화
• 경적이나 불빛을 줄여 동물에 대한 위협 최소화 
•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및 현장 기록/보고 의무화

일반 사항 관련 규정

• 미허가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식물 채취 금지
• 고양이 등 염호 미거주 가축 반입/사육 금지 
• 야생동물 취수 활동 보장 및 사업장 순찰 강화
• 동물 피해 관찰 즉시 구조, 치료 후 자연으로 복귀 지원

[  현지 환경 조사 중인  
포스코아르헨티나 직원들 ]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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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종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포스코아르헨티나는 2020년 5월, 2022년 3월 두 차례 생물다양성 전문가와 함께  
염호 인근 지역 동식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고산 지역 염호  
일대의 동식물에 관한 기록이 적어 포스코아르헨티나의 정기적인 생물종 현황 조사는 
지역 생물다양성 관련 중요한 기록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경우 IUCN(Interna-
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멸종위기종으
로 정한 비쿠냐(Vicuna)를 우세종(헥타르당 0.12마리)으로 총 7종의 포유류가 관찰됐
습니다. 조류는 육상과 습지 서식 조류가 다양하게 관찰됐고, 파충류는 고지대 고유종 
27종(도마뱀 25종, 뱀 2종)의 서식이 확인되어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습니다. 

포유류

Pseudalopex culpaeus

vicugna vicugna

Eligmodontia sp.

Phyllotis sp.

Lagidium viscacia

Roedor sp.

Ctenomys opimus

Equus asinus1)

Mula2)

Total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근 동식물 분포 현황
현재는 사업장 건립 단계로 샘플링을 위해 두 차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즌(우기,  
건기)에 진행한 결과이기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2022년부터는 6개월 단위로 조사
가 공식 진행되므로 앞으로 그 추이를 비교,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물 분포 비교 포스코아르헨티나는 물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별도 지하수 개발을 통해 공장을 운영합니다. 지하수 
개발이 지표수 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수자원 양과 수질 
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유하며, 연 1회 주민이 직접 수질 검
사에 참여하는 공동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독자 개발한 리튬 추출 기술은 경쟁사 대비 물 사용을 
50~80% 절감하는 포스코그룹 고유의 공법으로,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데모플랜트 운영 중으로 일일 물
사용량은 106m3/일 수준입니다.

지역주민 대상 수질 분석 결과 발표

염호 북측(포스코 프로젝트) 지역의 육상 서식 조류 

육상 조류

Geositta punensis

Geospizopsis plebejus

Aymara metriopelia

Sicalis uropygialis

Phrygilus atriceps

asthenes modest

Bartramia longicauda

Thinocorus 
rumicivorus

Cinlodes albiventris

Leptasthenura 
aegithaloides

Total

개체수

745

3

17

165

31

34

-

- 

-

3 

998

개체수

82

11

8

8

4

2

1

1 

1

1 

119

비율(%)

74.6

0.3

1.7

16.5

3.1

3.5

-

- 

-

0.3 

100

비율(%)

68.9

9.2

6.8

6.8

3.4

1.7

0.8

0.8 

0.8

0.8 

100

2020.5월(1단계 지역) 2022.3월(2단계 지역)

식물 분포 비교

Total

 종
Senecio filaginoides
Senecio punae
Senecio sp.
Senecio viridis
Adesmia horrida
Stipa sp.
Festuca orthophylla
Nicotiana sp.
Solanum 
sinuatirecurvum
Acantholippia 
deserticola
 

 
과
국화과
(Asteraceae)

콩과(Fabaceae)
벼과(Poaceae)

가지과 
(Solanaceae)

마편초과 
(Verbenaceae)
기타

개체수
-
2

67
59

160
-

10
-
- 

112 

-
410

개체수
15

5
-
-

243
5
-
1
9 

1 

17
296

비율(%)
-

0.5
16.3
14.4
39.0

-
2.5

-
- 

27.3 

-
100

비율(%)
5.1
1.7

-
-

82.1
1.7

-
0.3
3.0 

0.3 

5.8
100

2020.5월(1단계 지역) 2022.3월(2단계 지역)

개체수

1

315

-

1

1

1

3

17

1

340

개체수

25

178

10

11

11

-

82

46

-

363

비율(%)

0.2

93

-

0.2

0.2

0.2

1

5

0.2

100

비율(%)

6.9

49.0

2.8

3.0

3.0

-

22.6

12.7

-

100

2020.5월(1단계 지역) 2022.3월(2단계 지역)

1)야생 외래종(Equus asinus: 야생 당나귀), 2)가축 외래종(Mula: 노새)

지역주민 공동 수질검사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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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조직
포스코그룹은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국내외 주요  
사업회사와 법인이 모두 참여하는 ‘그룹 안전협의체’를 신설
했습니다. 그룹 안전협의체는 분기별 사업회사 대표이사와 안전
보건책임자가 참여해 국내외 모든 주요 사업장의 안전리스크를 
점검하고 안전개선 이행현황을 점검합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 
및 사업회사 이사회를 통해 안전 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와 진행
경과, 이슈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포스코그룹 안전협의체

간 사

포스코 안전기획실장

그룹사 15개사, 해외사업장 13개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SNNC,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피엠씨텍,  

포스코휴먼스, PNR, RIST

POSCO-China, POSCO-Japan, POSCO-TCS,  
POSCO-Vietnam, POSCO-Malaysia, POSCO-Maharashtra, 

POSCO-America, POSCO-Mexico, POSCO-Europe,  
포스코장가항불수강, PT.KRAKATAU POSCO,  
POSCO YAMATO VINA, POSCO ASSAN TST

의 장

포스코 안전환경본부장

GOVERNANCE

대표이사 이사회 ESG 위원회

포항/ 
광양제철소

안전환경감사그룹1)

공정안전기술2)

정도경영실안전환경본부 생산기술본부

안전방재그룹

협력안전지원섹션3)

건강증진센터

공정안전섹션2)

1) 안전환경감사그룹: 안전/환경 분야 감사 및 리스크 예방
2)공정안전기술/공정안전섹션: 공정안전 관리 전문성 강화 
3)협력안전지원섹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기획실안전기획실 보건기획실

포스코 안전조직도

포스코는 2021년 대표이사 산하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해 안전보건환경 총괄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기획실, 공정안전  
전담조직, 안전감사 조직을 신설해 관련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2021년부터 협력사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별 ‘안전환경이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위험 작업 시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안전관
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9요소로 재정립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은 책임 있는 안전보건 관리와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책임자를 등기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신설   □기존 안전보건관리체계 9요소

관계사  
안전관리

안전교육·
훈련

안전조직 및  
인력

규칙·표준  
절차 준수

보건 관리

양방향  
의사소통

재해/사고조사  
및 예방

평가 및 개선

경영진 의지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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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정책과 지침
2022년 포스코그룹 차원의 안전보건 정책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포스코그룹은 물론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포스코는 2021년 안전보건경영방침
을 두가지 핵심 방침을 중심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022년에는 강건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안전 최우선 조직
문화 조성, 안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육성을 3대 중점 활동 
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근로자는 10대 안전 
철칙과  6대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10대 안전철칙 및 6대 안전조치

STRATEGY

10대 안전철칙

안전보호구 착용

계단 통행 시 핸드레일 사용

차량 모든 좌석  
안전벨트 착용

건널목 일단정지 및  
제한속도 준수

안전장치 임의해체 금지

작업 전 TBM, 작업 중  
지적확인

가동설비  
임의접근 금지

전기 작업 전 전원 차단  
및 검전

밀폐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검지

고소작업 안전벨트 착용

1 6

2 7

3 8

4 9

5 10

스마트 안전 추진 현황

안전 개선 활동
포스코의 모든 임직원은 4대 핵심안전활동인 표준 100% 준수, 
현장 TBM(Tool Box Meeting) 제대로 하기, 전원참여 잠재위험  
개선활동, 지적 확인 습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영층을  
포함한 전 직원은 Check & Feedback을 통해 안전활동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을 개발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세이프티 볼’, ‘지게차 
자동정지’ 등의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1년 11월에는 ‘제철소 작업현황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작업정보 및 작업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예방형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입 전

작업 현황 수기로 관리

태그(Tag)기반 지게차 정지 기술

별도 태그를 보유한 작업자만 
감지해 정지

인공지능(AI)·딥러닝 기반  
지게차 자동 정지 기술

작업 현황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후

안전보건경영방침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포스코에 출입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포스코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근간으로 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안
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한다.

•   안전은 생산, 품질, 공기 등 모든 가치보다 최우선하며, 포스코에  
출입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한다.

•   모든 직원과 관계사 직원의 재해와 질병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6대 안전조치

가동 중 설비  
수리·점검 금지

❶ 

고위험개소 작업 시 
부소장 결재 필수

❹
직영 안전조치사항 
수급사 위임 금지 

❺

모든 작업 시  
CCTV 의무 사용

❸

재해위험 부식개소 
출입금지

❻

모든 작업자  
작업중지권 고지

❷

 포스코그룹 산업안전보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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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Facility) 안전 관리
포스코는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환경본부와 제철소 안전방재그룹에 각각 전담조직을 신설 
하고, PSM 지도사(2022년 6월말 기준, 129명)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 산업재해 리스크 저감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PDCA(Plan-Do-Check-Action) 기반 PSM 체계를 구축·운영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STRATEGY 작업장 보건 관리
포스코는 고용노동부 지정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작업장 유해
인자 노출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유해인자 저감 대책 수
립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장 내 밀폐공간, 보호구, 화학물질 
관리 등을 모니터링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 
및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을 준수합니다.

작업환경 건강 유해인자 진단 및 개선
포스코는 화학제품 5,073건에 관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확보하고,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MSDS 제도 기반의 화학물질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
습니다. 협력사 포함 모든 사업장의 폭염 및 고열작업 관리 수칙
을 수립하고, 그늘막 등 물품지원으로 유해인자를 개선합니다.  
포스코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직원 및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정기건강검진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포스코 및 포스코건설은 ‘무재해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
습니다. 포스코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일반재해 발
생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전 직원*에게 차등 지급하며, 포스코
건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 직원 대상 인센티브
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계약직 포함

비상시 대응(Emergency response) 절차
포스코는 ‘중대재해 신속대응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비상사태 발생 시의 대응 업무 절차와 신속대응TF 조직  
구성과 운영절차를 포함합니다. 신속대응팀장은 안전환경 
본부장(부사장, 사내이사)으로 하며, 관련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용 헬기를 응급환자 이송 겸용으로  
변경하여 긴급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강화
포스코는 코로나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진단키트 확보 등 
내부 검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직원 및 협력사 직원을 대상
으로 제철소 부속의원에서 백신 접종을 지원해 7,184명(직원 
3,385명, 협력사 3,799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진단키트 지급으로 감염 의심 직원을 조기 발견하고, 해외근무 중 
감염환자의 신속한 국내 이송을 돕는 ‘에어엠뷸런스’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진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유급
휴가, 재택근무 등 각종 제도를 지원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지수 평가 신설
포스코건설은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분기별 1회 진단 후, 유해 및 위험 작업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합니다. 반기 1회 안전보건경영
지수 평가를 신설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포스코는 제철소 심리상담실을 확장하고 심리상담사를 충원해 
지원 대상을 협력사 직원까지 확대했습니다. 2021년 심리상담
실 이용 실적은 4,747건(직원 4,251건, 협력사 496건) 입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POSCO HOLDINGS 
SUSTAINABILITY 
REPORT 2021

PART 1

Overview

Real-Value Story

ESG Framework

Part 2

ESG Performance

10대 ESG 이슈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 외 이슈

Part 3

ESG Factbook

Reporting Index

ESG 정책집

59

건설노동자 맞춤형 교육 
포스코건설은 2021년부터 Safety Academy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Safety Academy는 건설 근로자 대상으로 건설업 중
대재해 가상 체험 장비 및 모의 체험 시설물을 통해 실제와 같은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
포스코그룹은 매년 직원 및 관계수급사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스코인재창조원을 통해 직원들에게  
법정 필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수급사에 대한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안전교육 여건이 
취약한 용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보건활동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STRATEGY

찾아가는 안전버스 교육

포스코 안전보건 교육실적
(2021년 기준, 단위: 명)
■ 관계사
■ 직영

2,238

직책자 이상

3,395

주임/파트장

2,0140
일반직원

16,557

10,081

합계

18,795
15,490

포스코건설 Safety Academy 

대한민국 안전 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기업시민 포스코
포스코그룹은 철강, 건설 등 안전이 중요한 사업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직 
원과 협력사 직원들은 물론이며, 사업장에 출입하는 현장 방문객과 단기 계약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출입 방문자 중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29,696명(중복 포함) 입니다. 포스코의 출입 안전 교육을  
받은 방문자, 단기 근로자는 타 사업장으로 잦은 이동 및 근로를 하게 되는 바, 안전 교육의 
효과는 포스코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포스코건설 사업장은 건설업 특성상 일단위 단기 근로자가  
다수입니다. 일 평균 근로자는 약 1만 8천 명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55만 명(중복 포함)이 근무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찾아 
가는 안전 버스와 Safety Academy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안전 교육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20%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 9개 언어로 제작
된 교육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내
외 단기 근로자의 안전 의식과 행동 개선이 타 건설 현장에서
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포스코그룹은 우리 사업장을 넘어 모든 근로자가 안
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출입자 
교육신청 출입신청안전 교육 

실시
교육 
여부평가결과 출입증 발급교육 이수증 발급 계획 실적 관리

관계사 관계사안전방재그룹 안전방재그룹 안전방재그룹 안전방재그룹보안관리섹션보안관리섹션

합격 확인

제철소 출입 프로세스

2021년 포스코 및 포스코건설 출입  
안전교육 이수자

약 58만 명  
(중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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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험 관리
포스코는 2021년 ‘안전신문고’를 신설해 불안전한 현장 및 작업을 
스마트폰으로 상시 제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유해·위험 드러내기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유해·위
험 발굴 및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포상했습니다. 2022년에는 위
험성평가 품질향상을 위한 TF 조직을 구성하여 작업특성별 위
험관리 리뷰, 코칭 및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목표
포스코는 2022년부터 재해자수와 같은 사고 결과지표뿐만 아니
라 행동 중심의 과정지표와 예방지표인 총기록사고율(TRIFR*)을 
안전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성과와 경영진 보상 
포스코그룹은 경영진 성과에 재해율 등의 안전 지표를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CEO를 포함한 포스코홀딩스 경영진은 사업
회사의 근로손실재해율(LTIFR*, 관계사 포함한 100만 근로시간당 공상 이상의 재해자수), CO2 배출원단위 등 그룹 ESG 성과를 평가
에 10% 반영하고 있으며, ESG 성과를 포함한 경영진 평가결과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평가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성과연봉 지급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은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ESG 성과를 평가에 10% 반영하고 있으며, 생산기술을 총괄하는 생
산기술본부장은 안전성과 KPI로 재해자수(관계사를 포함한 일반재해 이상의 재해자수)를 평가에 20%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환경을 총괄하는 안전환경본부장은 안전성과 KPI로 근로손실재해율(LTIFR), 재해자수(관계사를 포함한 일반재해 이상의  
재해자 수)를 평가에 50% 반영하고 있으며, 경영진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지급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LTIFR: 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

외부 진단
글로벌 주요 생산시설인 27개 사업장 중 26개 사업장이 ISO 
45001 인증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인증을 완
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 국제 안전 인증심사원 양성과
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11명의 직원이 
ISO 45001 심사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포스코는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반기 1회 이상 객관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 
하여,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신설

포스코는 2022년 외부 전문가와 직원대의기구가 참여하는  
‘안전자문위원회’와 ‘보건자문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안전 
시스템, 제도, 기술, 문화 개선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과 작업환경, 
위해성 관리, 직업건강 관리체계 진단 및 개선을 추진합니다. 포
스코건설도 외부 안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노경협의회 대표
가 참석하는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이행 
포스코는 2021년 사외 전문기관(RS PLUS, 대한산업안전협회) 
과 합동으로 중대재해 원인 재조사 및 개선을 통해 사고조사  
역량 향상 및 반복재해 예방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재해발
생 시, 신속하게 수평 전개가 필요한 핵심사항을 전파하는 프로
세스를 정립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현장 총괄, 포스코건설 안전  
담당 및 협력사 안전 담당이 함께 사고조사 토론회를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후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를 모니
터링하고, 이를 산업재해관리 시스템에 기록해 안전보건책임이
사(CSO, Chief Safety Officer)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METRICS  
AND  
TARGETS

RISK  
MANAGEMENT

안전조직체계·인력 보강, 6대 안전조치 시행, 관계사 포함 전원 참여, 
유해위험 발굴 활동, 협력사 안전역량 강화 지원 등은 우수함. 통합  
안전관리 플랫폼 신설 건의,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의 안전지표 
운영 등의 보완 요청을 받았음. 이에 통합 안전보건관리 플랫폼 신설 
TF를 구성하였고, 안전 지표는 과정 지표를 병행 운영중임.

2021년 안전활동 진단 결과(대한산업안전협회, 2021.9~10)

포스코 안전 과정 지표 

안전수칙 준수지수 유해위험 개선율

*TRIFR: Total Recordable Injury Frequency Rate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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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분석과 시스템 개선으로 구현하는 안전 사업장

제선부터 압연까지 전 공장 QR 코드화 

포스코건설 Smart Safety Platform

포스코건설은 대형 건설 현장의 특성상, 단기 근로자의 건강
관리나 안전 교육, 현장 사각지대에 관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출입부터 작업종료까지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대상자 맞춤형 기술을 적용한 ‘Smart Safety Platfor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안전사고정보 App

포스코는 철강업의 특성상, 다수의 공정 및 프로세스별로  
사고 유형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
부터 ‘안전사고정보 App’을 개발해 현장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정보 App을 통해 현장 직원 누구나 모바일, 태블릿 
으로 현장의 QR코드를 스캐닝하면, 지난 10년간 유사 재해  
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안전조치 사항도  
즉시 안내, 공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과 공정에 
관한 사고 사례와 조치를 현장에서 바로 공유, 학습함으로써 
재해 예방율을 한층 높여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크스

소결
고로

압연

전로 연속주조

현장 (GIB Board 등)  
부착된 QR 스캐닝

1

2

3  TBM(Toolbox 
Meeting) 시  
공유 및 현장교육

재해사례 조회 

대상

안전  
개선 기술

안전  
예상 이슈

출입

모든 근로자 
(약 18,000명) 

출입관리 시스템  
홍채/안면인식,  

발열체크 

비인가 근로자 통제 

건강관리

만 60세 이상 
(약 2,700명) 

혈관 건강 측정기 
건강상태 정기  

모니터링

고령자 ‘뇌심혈 질환’ 
노출 

TBM

공정별 근로자 
(소그룹 TBM)

위험성평가 시스템
(Mobile) 

VR 안전 체험교육

다양한 직종 동시 참여 
위험요인 다수,  
반별 위험 상이

작업종료

모든 근로자

관리 사각지대  
감소 및 불안전행동 

예방

작업 중(본부별 특성 고려)

고위험 작업근로자

Smart 안전벨트
개폐확인 센서
모니터링 장치 
(드론, CCTV)

건축
고층건물-  

고소 작업 및  
개구부 많음

장비 충돌방지 장치
이동식 가스측정Sys
Smart Safety Ball

인프라
해상, 터널 등- 
작업범위 넓고, 
장비사용 많음

Smart Safety 
Platform

플랜트
신사업 

(음/양극재)- 
밀폐공간 많음

포스코건설 Smart Safety Platform 화면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POSCO HOLDINGS 
SUSTAINABILITY 
REPORT 2021

PART 1

Overview

Real-Value Story

ESG Framework

Part 2

ESG Performance

10대 ESG 이슈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 외 이슈

Part 3

ESG Factbook

Reporting Index

ESG 정책집

62

인권 보호

지배구조
포스코그룹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관련 국제
기준을 존중합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UN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은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국제 기준을 지지합니다. 생명과 신체
의 안전,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사생활 보장, 식량과 물 안보 확보, 고문·노예제도 또는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공정하고 품위 있는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 차별금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존엄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03년 인권경영 정책을 반영한  
윤리규범을 선포한 이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 
하고, 인권에 관한 부정적 영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업무지침 제2조 기본방침

또한 국내외 모든 사업장의 경영활동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고충처리 
제도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논의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ESG팀은 그룹차원의 인권경영을 총괄합니다.  
각 사업부서는 기업활동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권 관련 전담조직(내부감사부서 또는 
기업시민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유엔 인권경영을 윤리규범에 포함시켜 실천지침으로 
‘인권의 보호와 존중’을 명시했으며, 2019년 기업시민헌장을 
선포하면서 인권경영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2014년 4월 1일 ‘UN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과 ‘포스코 
그룹 윤리규범’에 의거, 포스코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0년 7월 31일 인권보호 업무지침으로 변경해 사규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인권보호 업무지침 및 인권보호 가이드
라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OVERNANCE

STRATEGY

포스코홀딩스 임직원은 인권존중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인권경영에 관련한 아래의 권장사항을 준수한다. 

포스코홀딩스가 기업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법규와 국제적으로 인정된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한다.

1

현지국의 규제와 글로벌 인권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글로벌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회사의 중요한 경영이슈로 다룬다. 

3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www.posco-inc.com:4453/poscoinc/kor/esg/s91e4000300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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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대상선정 감사수행 결과보고 사후관리

인권 보호

포스코그룹은 해외 사업장 인권 이슈에 관해 모든 인권을 존중
하고 보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법인의 경우, 회사의 윤리규범
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전 사업장에서의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또한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원칙에 따라 법인의 팜오일 사업과 관
련된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면방 법인의 경우, 사업장 내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 
교육과 인권 실사를 진행합니다. 본사에서도 면방 법인 임직원
을 대상으로 인권실사를 거쳐 인권 침해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
한 사례는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모든 임직원은 인권 관련 윤리규범 준수를 다짐하며  
협력사도 준수 서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법인은 리스크 감지 및 예방을 위해 법인장이 직접 인권관
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포스코의 경우, 2021년 해외법인 62개
사에서 주재원 및 현지 채용직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법인장 주
재 인권교육이 이뤄졌습니다. 교육자료는 6개국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터키어)로 번역, 배포됐습니다.

인권 관련 모니터링 및 감사 프로세스
포스코그룹은 국내외 사업장 및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실사, 설문조사·인터뷰, 해외법인의 체크리스크 점검 등 인권 리스크를 
관리하고, 인권 정책에 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내부감사로 연계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기본 원칙

인권 관련 감사 프로세스

인권실사, 설문조사·인터뷰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인권 리스크 점검

인권침해가 심각하여 회사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경우 

감사 연계

포스코홀딩스 및 사업회사 
내부감사부서 감사 수행

경영층 보고 
(주요 사안일 경우  
감사위원회 보고)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리스크 
 예방 목적의 교육 강화

STRATEGY

❶ ━ 차별/괴롭힘 금지

❻ ━ 지역주민 인권 보호

❷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❸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❹ ━ 산업안전 보장

❺ ━ 환경권 보장 ❽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❼ ━ 고객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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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STRATEGY 인권 이니셔티브 참여
포스코그룹은 매년 UNGC(UN Global Compact)에 가입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UNGC의 10대 원칙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을 반영하여 인권
관리 및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1948)

・노동에서의 권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199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1992)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2003)

RISK  
MANAGEMENT

인권 리스크 관리 절차
포스코그룹은 실재적이고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국내외 사업장 및 협력사 직
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설문· 인터뷰를 통해 인권 침해의 심각한 사례를 감지할 경우, 경영진은 감사 프로
세스에 의거해 감사 수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인권경영의 수준을 자체 점검하고, 
인권 전담조직에서 별도 설문을 통한 진단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재원 대상으로 차별금지, 단체교섭 보장 
등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며, 현지 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인간존중 위반 대응 신고절차 등의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기업시민 경영이념에  
입각한 인권정책선언

인권 리스크 및  
잠재 리스크 감지

예방 및  
개선활동

성과평가 및  
공유

사후  
모니터링

지속적 개선활동

해외법인 인권 진단 항목

 인권경영 체계 구축

 소비자 인권 보호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고용상 비차별

 현지주민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결사 및 단체교섭 자유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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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RISK  
MANAGEMENT

인권실사 프로세스(인권보호지침)

포스코그룹 
(사업회사,국내외 
사업회사 공급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체크리스트 
점검

ESG/인권
영향 평가 
(실태진단)

잠재적 이슈,  
인권리스크 

감지 
(종합정리)

리스크 점검 및 
예방활동 

(실사/조치)

결과 보고 
및 공유

평가 준비 인권영향 평가 
(인권이슈 식별)

방지·완화조치 
(대책실행)

성과추적 
(과정, 결과 공개)

대응 및 후속조치
인권실사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완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후속 
조치를 취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책임 있는 설명을 한다.

인권실사 결과의 조직문화 내재화,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실시 방법

국내·외 주요 사업장에서  
인권 관련 리스크가 감지 
되는 경우에는 인권실사를 
통하여 현상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1
실사는 내부 전문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경우에 따라 잠재적으로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
으로 실질적인 면담을 실
시한다.

인권실사 시에는 잠재적· 
실질적 영향을 파악한다.  
잠재적 영향은 전사적 차원
에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여 방지·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이미 발생한 실질적 
영향은 구제(Remedy) 및 
해결한다.

인권실사는 인권경영 관련
핵심요소를 진단하는 체크
리스트를 활용해 실시한다.

3 4 5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내재화 및 제도 개선

인권 실사
임직원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 파악하여 방지  
또는 완화하고, 활동에 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권실사를 실시합니다. 이 절차는 인권에 관한 실질
적·잠재적 영향 식별·평가, 문제점 대응, 대응 활동에 관한 기
록,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장기간 실시하지 못한 해외 
사업장에 대한 인권실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지 실사 시,  
UNGC 기업과 인권지침서, 현대노예방지법(MSA)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종합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활용합니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할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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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

RISK  
MANAGEMENT

인권 관련 고충처리 매커니즘
포스코그룹은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피해 및 
고충에 관한 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누구나 비윤리신고센터(Hotline)를 통해 메일·전
화·우편·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고충
에 대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명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충 처리 과정에서
의 관련자 인권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제도는 회사의 인권존중 책임과 관련, 다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각 사업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갑질 등 인권에 위배되는 사항에 관한 상담 및 신고를 대응하는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전담조직은 피해 사례에 대해 고충처리 프로세스를 통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합니다.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1

고충 수렴 및 피해자 구제를 조기에 직접 다루어 인권피해의  
확산을 막는다.

2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3

고충처리 프로세스

(메일/전화/우편 가능) 정도경영실에서 접수 처리된 내용은  
시스템을 통해 피드백 

또는 신청자 안내

이해관계자 
등록

상시 접수 검토/처리 결과 안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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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전략
포스코그룹은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에  
따라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
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공급망 관리전
략은 그룹 전체의 공급망을 리딩하는 포스코 ‘공급망 관리 4대  
전략’을 기본으로 하며, 사업회사 특성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급망 행동규범
포스코그룹은 2010년 6월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POSCO Group Supplier Code of Conduct)’을 제정했습
니다. 이는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글로벌 기업시민 
으로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존엄을 보장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 
하도록 유도합니다. 행동규범은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기본 규범과 포스코그룹이 규정한 항목 등 총 7개  
부문 49개항입니다.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사는 
‘행동규범’에 동의해야 합니다.

공급망 관련 교육
포스코그룹은 파트너 중소기업의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핵심 인력을 육성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운영합니다.  
2021년 342개 기업, 19,473명의 중소기업 임직원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포스코 구매부서는 파트너 공급사에게 구매 관련 ESG 이슈와 
주요 제도 등을 설명하는 정보교류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 2021년은 일시 
중단했으나, 2022년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신규 구매담당
자를 대상으로 구매정책 입문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공급망 관리 4대 전략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

공정·투명·윤리경영의 실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구̇매 정보 공개

공̇정거래 준수

공급망 역량강화
기̇술협력 

경̇영안정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구매경쟁력 강화
최̇적가치구매 실행

물̇품특성 고려 전략구매

지̇속적인 우수공급사 발굴

ESG 구매 실현
친̇환경 구매 확대 

책̇임광물 관리 강화 

사̇회적 친화기업 우대

환경 유해물질 관리, 폐수·고형폐기물 및 대기오염,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품질경영 품질관리, 변경관리, 공급사 상호간 품질관리

인권존중 자발적 취업, 아동근로 금지, 차별금지, 근무시간,  
임금,  인도적 대우, 책임광물

안전 및 보건 안전관리, 보건관리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 보호

대외비 정보의 관리와 보호, 지적재산 보호

동반성장과 
사회공헌

동반성장, 사회공헌

윤리 및  
공정거래

비즈니스 청렴성, 윤리실천 특별약관 준수,   
공정거래 준수, 신뢰문화, 지속가능한 조달

공급망 ESG 관리 

컨소시엄 교육실적

250개사

196개사

342개사

42,890명

25,175명

19,473명

2019년

2020년

2021년

GOVERNANCE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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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포스코그룹은 체계적인 ESG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공급사 등록부터 계약 이행 성과평가, 사후관리까지 강건한 공급망을 위
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그룹차원의 공급망관리 정책과 책임광물 정책을 각각 명문화했습니다. 

공급망 ESG 관리

공급망 ESG 관리 내역

 65p

 68p

 47p

 50p

 89p

 35p

 71p

 46p

RISK  
MANAGEMENT

신규 공급사 등록 성과평가 사후관리

공급사  
등록신청

ESG 심사항목

심사방법

ESG  
자격심사

신설

서류심사
심사 및  

최종판정
SRM평가* 분기, 연간 평가후 사후조치*

신용 납기 가격 품질

ESG* ESG 가점 ESG 감점

환경법규 위반, 임금체불, 아동노동, 책임광물  
관리미흡,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등), 윤리문제 및  
관련된 심각한 민원 등

* 평가절차: 계약, 납품▶성과평가 공급사 이의제기 반영 
▶평가확정, 평가등급: Excellent(90점 이상), Average 
(60점 이상), Weak(55점 이상), Poor(55점 미만) 

평가항목(배점) 및 평가내용

신용등급 납기지체율 가격경쟁률 불합격,  
PosQC인증

분기평가
1. Weak 1회: 경고
2. Weak 연속 2회: 1개월 입찰 참가제한
3. Poor 1회: 1개월 입찰 참가 제한
4. Poor 연속 2회: 3개월 입찰 참가제한

연간 종합평가
1. Weak 1회: 3개월 입찰 참가제한
2.  Poor 1회: 소싱그룹 등록 취소 or 

소싱그룹 1년 입찰 참가제한 

열위 공급사 입찰 참가 제한 기준

환경 및 안전교육, 
부패방지 방지 

활동 등  
*평가비중

(25%~35%)

Compliance 
Program(CP)  

인증등급 및 안전
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등

안전재해발생, 
부정당 제재

신용평가사 제공 정보 및 언론기사 활용 점검  
1건이라도 위배 시 탈락(단, 시정조치 완료시  
등록 가능)

ESG 리스크 관리 공급 리스크 관리비윤리, 안전사고, 아동노동, 인권유린 등 등록기준 대비 신용등급 변화, 입찰 참가 실적 등

* 공급사 평가 사후조치: 평가결과에 따른 
PHP공급사 선발, 열위 공급사 입찰 참가 
제한

공급망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포스코 공급사 성과평가(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프로세스

주요 사업회사는 공급망 ESG 관리를 모두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 기업 및 평가 결과 등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내역은  각 사  
기업시민보고서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www.posco.co.kr/docs/kor6/jsp/dn/irinfo/posco_report_2021.pdf#page=65
https://www.poscoenc.com:446/ko/esg/report.aspx
https://www.poscoenergy.com/_ui/down/poscoenergy_2021sr_kor.pdf#page=47
https://www.poscosteeleon.com/skin/list/list.do?first=Y&MENU_SEQ=10102&PAGE_SEQ=10153&LANG=ko_KR
http://www.poscomtech.com/resources/file/포스코엠텍_기입시민보고서_2021.pdf#page=46
https://www.poscochemical.com/resources/file/2021poscochemical.pdf#page=35
https://www.poscoict.com/introduce/corporate_citizenship_report.jsp
http://www.poscointl.com/kor/sustainManageRepor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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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AGE

책임광물 사용 현황
포스코는 분쟁광물(3TGs)인 주석, 텅스텐에 이어 2020년부터  
광물 채굴 시 아동노동 등 인권유린 문제가 있는 코발트까지  
범위를 확대해 관리합니다. 2021년 기준 포스코가 구입하는  
모든 3TGs광물은 RMAP 인증을 받은 제련소에서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분쟁광물(3TGs) 중 텅스텐과 코발트를 구매 
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사업의 특성상 코발트 구매가 늘고 있습
니다. 2021년 기준 포스코케미칼이 구입하는 모든 3TGs 광물은 
RMAP 인증 제련소로부터만 구매하고 있습니다. 거래 공급망 내  
RMAP 미인증 제련소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1년 ‘포스코 책임광물 관리지침’을  
기반해 종합사업회사로서 특성을 반영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책임광물 관리지침’을 별도 제정, 효과적인 책임광물 관리체계
를 운영 중입니다. 2021년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구입하는 
3TGs 광물은 주석이며, 주석 전량은 RMAP 인증을 받은 제련소
에서만 구매하고있습니다.

No 

1

2

3

4

5

6

Metal 

Tin

Tin

Tungsten

Tungsten

Tungsten

Cobalt

ID 

CID001477

CID001482

CID002724

CID002843

CID002315

CID003261

제련소 
위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대한민국

중국

DR콩고

광물 
원산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볼리비아

중국

DR콩고

RMAP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2021년 포스코 거래 제련소 현황
No 

1

2

3

4

5

Metal 

Tungsten

Tungsten

Cobalt

Cobalt

Cobalt

ID 

CID002321

CID002082

CID003255

CID003338

CID003291

제련소 
위치

중국

중국

중국

대한민국 

중국

광물 
원산지

중국

중국

DR콩고

대한민국 

중국

RMAP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인증

2021년 포스코케미칼 거래 제련소 현황
No 

1

2

3

Metal 

Tin

Tin

Tin

ID 

CID002180

CID001105

CID001482

제련소 
위치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광물 
원산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RMAP 
인증

인증

인증

인증

2021년 포스코인터내셔널 거래 제련소 현황

책임광물 관리 조직
포스코그룹은 광물 채굴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분쟁단체 자금 유입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의 책임 있는 광물
구매를 강화합니다. 2020년 포스코 구매투자본부 원료구매실을 컨트롤 타워로 ‘책임광물 협의체’를 신설, 운영 중입니다. 책임광물을  
구입하는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케미칼 사업회사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일원화된 책임광물 정책을 구현하고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STRATEGY 책임광물 관리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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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광물 정책: 공급망 관리
포스코그룹은 OECD 실사가이드(OECD Due Diligence Guidance)를 기반으로 5단계 절차를 수립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실행 
합니다. 24개 국가 211개 위험관리지역(CAHRA, Conflict Affected and High Risk Area)을 선정, 해당 지역에서 원료를 공급할  
경우, 공급사 등록 단계부터 위험성을 평가해 고위험 공급사(Red Flag)를 발굴하고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공급사의 경우, 구매자 직접 실사와 독립된 제3자기관 전문 실사를 통해 잠재 리스크를 모니터링합니다. 
포스코그룹 책임광물 정책이 공급망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책임광물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
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 영역

STRATEGY

확고한 책임광물  
정책 수립 및  
시스템 구현 

공급망 질적 정보  
수집 및 평가 

리스크 식별 및 완화  
방안 수립 

실사  활동내용 투명한  
공개 등 의사소통  
강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정책/목표 설정,  
프로세스/조직 강건화  
및 내부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Upstream 영역 포함 
Questionnaire Survey, 
CMRT1), 신규 공급사  
등록 기준 강화

수집된 정보와 CAHRA 
기준 근거, 공급사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완화 매커니즘 구현

공급사 위험도에 따른  
실사, 출장, 교육 제공  
등 관리 활동 강화,  
RMAP2) 인증 지원 

활동내용 및 조사결과  
투명한 공개

정책/리더십 프로세스/조직 이해관계자 역량공급사 식별/참여 리스크 식별/완화 투명한 공개

주요 원료 공급망 관리
포스코는 3TGs 광물 외에 원료탄, 철광석, 니켈, 망간, 크롬 등  
많은 철강 원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ESG 역량을 갖춘 원료  
공급사를 파트너사로 관리하고자, 2021년 원료공급사 SRM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평가 시 ESG 평가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원료 공급사의 대내/외 ESG 평가, 이니셔티브 참여, 기후/환
경 목표 수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계약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원료 전체 공급망 차원의 ESG 가치가 확산되는데  
공헌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코는 3R(Recycle, Reduce, Reuse) 관점에서 친환경 
원료 구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철스크랩, STS스크랩, 저Ash
탄, 중저질소 무연탄 등의 친환경 원료를 2020년 대비 2025년
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구매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ESG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공생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CMRT(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분쟁 광물 신고 템플릿
2)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책임광물 인증 프로세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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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반부패 관련 조직체계
포스코그룹 윤리경영 조직체계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ESG
팀 및 각 사업회사의 내부감사부서로 이뤄져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상법 제542조의11)에 근거해 설치, 운
영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독하고, 경
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ESG팀은 감사위원회
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고, 그룹의 감사전략을 수
립·운영하며 각 사업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총괄하고 있습니
다. 사업회사는 윤리경영 전담 조직인 내부감사부서(실장, 공인
회계사, 경영관리 전문이력 등으로 구성)를 별도 운영합니다. 경
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재
무·회계감사, 국내외 사업장 감사 및 윤리경영 정책 수립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내 내부감사부서 업무 결과는 포스코홀딩스 ESG
팀에서 주기적으로 최고 경영층에 보고하며, 경영층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에도 연 2회 정기적으로 직접 보
고하고 있습니다. 

윤리/컴플라이언스 실천

전담조직의 주요 역할과 수행

포스코스틸리온 
(1그룹 6명)

포스코엠텍 
(1그룹 6명)

포스코 
모빌리티솔루션 

(1그룹 6명)

포스코O&M 
(1그룹 7명)

피엠씨텍 
(1그룹 5명)

포스코A&C 
(1그룹 6명)

엔투비 
(1그룹 5명)

포스코 
(5그룹 42명)

포스코건설 
(4그룹 26명)

포스코인터내셔널 
(2그룹 16명)

포스코케미칼 
(2그룹 11명)

포스코에너지 
(1그룹 8명)

포스코ICT 
(1그룹 9명)

포스코플로우 
(1그룹 5명)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명)

포스코그룹 윤리경영 조직도

※상임감사주재 14개사 정도경영조직 현황(6/30 기준)

C E O

포스코홀딩스(ESG팀, 4명)

이사회

포스코홀딩스 ESG팀 
・ 그룹 감사전략 수립 
・ 감사위원회 업무지원 
・ 홀딩스·사업회사 감사 수행  
・ 사업회사 감사결과 검토  
・ 보고(경영층, 감사위원회)

사업회사 내부감사부서 
・ 감사위원회 업무지원 
・ 재무·회계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 국내외 사업장 감사 수행 
・ 윤리경영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지배회사 감사 업무지원

・ 회계감사 
・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 감사/비감사 서비스 승인  
・ 외부감사인 감독 
・ 이사직무 감사

포스코홀딩스 감사위원회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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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컴플라이언스 실천

STRATEGY 뇌물수수 및 반부패 관련 정책 또는 행동강령  
포스코그룹 윤리경영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철학에 
기반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공정한 업무
처리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합니다.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
하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위대한 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임직원 누구나 지키고 발전해나가야 할 윤리적 가
치와 행동기준인 윤리규범을 사규로 제정, 운영합니다. 2003년 
윤리규범을 제정한 이래, 2014년 유엔 인권경영을 윤리규범에 
명시하고, 윤리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윤리기준을 지속적
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은 윤리원칙과 실천지침으로 이뤄집니다. 윤리원칙은 
임직원 윤리규범 준수 의무와 역할, 책임 등을 명시합니다. 실천
지침은 항목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사결정 기준을 상
세히 다루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및 이해충돌방지 행동은 윤리규범
뿐만 아니라 별도 사규로 제정했습니다. 사규에는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행동 지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1),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2), 윤리실천 특별
약관(한글/영문)3), 반부패 준수4) 업무지침을 수립, 운영합니다.
포스코그룹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윤리사항 위반에 
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성
윤리위반, 정보조작의 4대 비윤리 행위는 무관용 원칙(One 
Strike Out Rule)으로 대응합니다.

윤리 및 반부패 관련 이니셔티브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등 포스코그룹의 주요 사업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자 UNGC(UN Global Compact)에 가입해 UNGC의 10대 원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세계시민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할 국제사회의 약속인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에 기여
하는 활동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 2021년 연속으로 ‘UNGC 한국협회 LEAD 그룹’에 선정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Human Rights Environment

Anti-corruption

Labour

원칙 1.

원칙 2.
원칙 7.

원칙 8.

원칙 9.

원칙 10.

원칙 3.

원칙 4.

원칙 5.

원칙 6.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고,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1)내부 감사부서의 설치, 운영과 내부감사의 실시, 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2)신고(내부/외부)에 대한 업무 절차, 신고자에 대한 면책, 신고 보상 제도 및 신분보호에 대한 세부사항 
3)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거래 당사자와의 윤리실천사항을 약관으로 운영
4)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반부패와 관련 모든 글로벌 법규 및 규범*을 준수할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급행료에 대한 정의와 금지조항 명시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Bribery Act, OECD 뇌물방지협약, UN 글로벌콤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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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포스코그룹 임직원은 매년 1월 윤리규범 준수를 다짐하는 전자
서약(홈페이지 게시)을 합니다. 그룹 차원에서 국내외 전 사업장  
임직원을 대상으로 ‘포스코그룹 윤리경영의 이해’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온라인 필수교육을 진행합니다. 각 사업회사는  
업종과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고유의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필수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 범위를 인턴·계약직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오프라인 프로그램

・e-필수교육(포스코그룹 윤리경영의 이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 GIH(Global Information Hub) 시스템 활용 윤리경영캠페인  
그룹 내 공유

・ 윤리경영캠페인 운영 및 정도경영 레터 발송(비윤리, 괴롭힘, 성희롱,  
갑질 등)

・ 직책자 윤리경영 교안 발송(부서장 조직 내 전파교육 실시)

・포스코그룹 신입사원·경력사원·인턴사원 입문 교육

・신임 직책자 및 해외법인 신임 주재원 파견 전 교육

・공급사 경쟁력 확보를 위한 ESG 강화 교육

・해외법인·협력사 윤리 및 인권 교육

・사업회사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윤리 교육

윤리/컴플라이언스 실천

STRATEGY 협력사 윤리 및 반부패 관리
포스코그룹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협력사 윤리경영 시스템 도입을 지원합니다.
협력사 윤리 규정·제도 도입, 비윤리신고센터 신설 지원, 윤리교
육·캠페인 제공, 윤리 딜레마 상담을 통해 협력사 스스로 경쟁
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1년 코로나
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소통창구인 협력사 윤리상
담창구를 홈페이지에 개설, 협력사 및 공급사의 윤리경영 활동
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협력사 지원

윤리규정 및 제도(사외강사료 기탁, 선물 반송센터) 도입 지원

비윤리신고센터 신설 및 운영 노하우 전수

윤리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온라인 윤리딜레마 상담창구 개설 및 운영

윤리캠페인 및 감사 사례 공유

포스코그룹 윤리경영 필수교육 수강실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021년 교육 수료율 

99.9%

2021년 교육 수료율 

99.8%

정규직  

25,946명

정규직  

25,910명

계약직 

3,005명

계약직 

2,998명

글로벌 포스코 윤리경영의 이해

대상인원

대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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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표

ESG 경영 기반의 정도경영 활동 추진

❶ 그룹차원의 ESG 리스크 관리 강화

❷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안전부문감사

❸ 환경관리 쳬계 확립을 위한 환경 이슈 대응 

❹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낭비요소 발굴·개선 

윤리/컴플라이언스 실천

RISK  
MANAGEMENT

윤리 및 반부패 관련 평가/감사 제도
감사계획 수립 및 이행
포스코홀딩스는 연 1회 포스코그룹 정도경영카운슬을 개최하
고, 그룹 차원의 운영전략 공유 및 사업회사별 실행방안을 발표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회사는 감사계획 수립 시, 전 업무분야
(R&D/경영/구매/생산/설비/원료/투자/판매)에 관한 경영지표, 
잠재리스크, 모니터링/신고건수 및 감사 이력(감사실적, 미수감 
기간) 등 정량적인 항목과 함께 최근 이슈, 경영층 관심사항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스크에 관한 체
계적 관리를 위해 월 2회 사업회사별 감사진행 현황을 점검하
며, 종료된 감사건 중 그룹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고받고 있습니다.

내부 모니터링
포스코그룹 내부감사부서 전 직원은 사업회사의 비윤리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중 수시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 
회사는 모니터링 실적을 직원의 KPI 항목으로 운영하며, 일부 
사업회사는 RMS(Risk Management System)로 운영합니다. 
반복적이고 예측가능한 부정/오류의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탐지 및 예측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업무에 적
용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외법인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지리적 상황을 고
려해 그룹차원에서 핵심업무 체크리스트를 운영합니다. 해외
법인은 자체적으로 전 업무분야(R&D/경영/구매/생산/설비/원
료/투자/판매) 관리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리스크를 발
굴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각 사업회사의 내부감사부서는 핵심
업무 체크리스트 결과를 주기적으로 감사하며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외법인을 직접 방문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
습니다.
※ 해외법인 핵심업무 체크리스트 운영 사업회사(9개사):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
ICT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O&M, 포스코A&C

정기적 위험성 평가 실시
포스코그룹은 매년 국내외 사업장 및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업무 비윤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갑질, 인권침해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리스크가 감지된 
경우, 추가 모니터링 및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전달해 감사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윤리 리더십을 높이고자 윤리세션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임원 및 직책자 윤리수준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개인에
게 피드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지원하며, 저평가 
직책자는 추가 모니터링 후, 필요한 경우 인사부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요실행방안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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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컴플라이언스 실천

RISK  
MANAGEMENT

윤리기준/반부패정책 및 표준에 대한 감사
포스코홀딩스의 윤리경영 표준 및 정책은 윤리규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내부감사지침 등 총 10개(사규 5개, 업무지침 5개)가 있습
니다. ESG팀은 해당 사규 및 업무지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로 적정성 검토를 수시로 진행합니다. 적정성 평가 결과 제개
정·폐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사 ‘사규관리지침’, ‘표준관리지침’, ‘표준작성지침’에 명시된 관리체계, 운영절차 및 방법에 의
거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10건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개정작업을 완료했습니다.

ESG팀

표준운영체계

규정(2) ·윤리규범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지침(3) · 이해충돌방지 행동지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사(社) 
업무지침 
(5)

· 내부감사지침
·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 지침
· 윤리실천 특별약관
· 해외 윤리실천 특별약관
· 인권보호 업무지침

포스코 체계

Level 0

Level 1

사(社)업무지침 규격

Level 2 소(所)업무지침 기준

Level 3 부(部)업무지침 작업표준

기록의 보관, 승인 절차, 행동요령 관련 운영지침
포스코그룹 임직원은 업무를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윤리규범
이 정한 윤리원칙과 실천지침을 준수합니다. 글로벌기업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경영활동을 통해 윤리적 기업문
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천지침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 기록 및 관리, 승인 책
임권자 및 사용 절차는 반부패준수지침, 회계지침 및 예산집행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❶ 반부패 준수지침: 반부패와 관련된 글로벌 법규 및 표준을 준수

제9조 회계기록 및 관리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에서는 모든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내부회계 관리체계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❷ 회계지침: 회사의 회계업무수행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7조 전표 및 증빙서류

7.1 전표의 작성 및 승인

7.2 증빙서류

7.3 증빙보관 및 제출

❸ 예산집행지침: 예산집행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제3조 예산 운영 책임자

사규 매뉴얼 프로세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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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제도
포스코그룹은 임직원 비윤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업무 비윤리, 갑질행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이해관계자 누구나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비윤리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한국
어/영어/중국어로 운영됩니다. 2022년부터 더욱 다양한 언어
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편 및 방문 신
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센터 운영은 각 사업회사 내부감사부서
가 전담해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윤리/컴플라이언스 실천

RISK  
MANAGEMENT

내부고발제도 운영 프로세스

신고(상담)  
신청 접수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신고센터, 메일, 전화 등)

사실관계  
조사

관련자 면담

(피해자, 행위자, 제3자)

조치결과  
통보

조사결과 피해자 안내

(인사조치결과 포함)

사실확인 및  
조치의뢰

사건조사 완료

(필요시 인사조치 의뢰)

재발방지교육, 모니터링

사후관리

상담 및 신고 과정에 있어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내부감사부서 임직원
은 매년 초 ‘신고자 신분보호 전자서약’을 통해 이용자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고에 관한 비밀보장을 포함해 신고조사
에 대한 업무절차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3장’ 중 사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지침(비윤리행위 및 면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신고센터 운영 현황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 행위 등  
비리사실 신고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폭언, 
폭행 행위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

포스코그룹 거래회사를  
위한 윤리경영 소통창구

※사실관계 조사 시 대상자 전원은 비밀유지 및 보복금지서약서 작성 2차 피해 방지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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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보통주 96,480,625주를 발행하고 그 중 9,293,790주를 이익으로 소각하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87,186,835주입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종류주에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보통주만 발행했습니다. 주주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권
리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주주 권리 보호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정기주주총회 당시 소집공고를 총회일 4주 전에 실시해 주주가 충분한 정보와 시간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후 주주총회 안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확정 후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미국 증권거래위
원회(SEC) 전자공시시스템, 당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영문 
공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 참석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매년 실시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임장을 사용해 의결권 대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주 커뮤니케이션
포스코홀딩스는 연도 및 분기 실적 발표를 CFO 주재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실적 발표 후 국내,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을 소개하는 NDR(Non-Deal Roadshow)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
다. 증권사 주최로 열리는 국내외 컨퍼런스에도 수시로 참여해 투자자의 관심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회사에 관한 요구사항도 청취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소통 채널 강화 차원에서 2022년 1분기 실적발표부터 홈페이지 스트리밍을 통한 생중계로 소액주주도 기업 
설명회 청취가 가능하도록 소통 채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오는 질의 사항에 대해 IR담당자가 직접 답변하고  
있으며, 유선 질의 사항도 적극적인 답변을 통해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IR자료를 포함한 기업정보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 홈페이지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적시에, 공평하게 공개됩니다. 당사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권(ADR)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영문 공시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도 적극 활용하여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주 권리 보호

구분
최고가(원)
최저가(원)
연말종가(원)
KOSPI지수(연말기준)
시가총액(연말기준, 백만 원)

2019
285,000
203,500
236,500
2197.67

20,619,686

2020
279,500
138,000
272,000
2873.47

23,714,819

2021
409,500
245,500
274,500
2977.65

23,932,786

③ 주식 동향

주식 및 주주 현황

① 주식 및 주주 현황

주주명
최대주주 
(국민연금) 
BlackRock
자기주식
기타

소유주식수
8,063,521 

4,381,134
11,561,263
63,180,917

지분율(%)
9.3 

5.0
13.3
72.5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② 주식의 종류 및 의결권

구분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없는 주식수
(자기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주식의 종류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주식수
87,186,835

 -
11,561,263

 -
75,625,572

 -

비고

자기주식

2021년 IR활동 내역

 IR Activities

주주총회

1회

기업설명회

4회

컨퍼런스, NDR 등 IR 활동

145회

금감원/거래소 공시

106건

뉴욕증권거래소(SEC) 공시

61건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www.posco-inc.com:4453/poscoinc/kor/investor/s91e3000100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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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리 보호

주주환원정책
포스코홀딩스는 2016년 정관 변경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전으로 분기배당이  
가능하도록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 2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지속하고 있습 
니다. 2020년 회사의 배당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기 배당정책을 
구체화하고,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기업설명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회사의 중기 배당정책에 따르면, 향후 3개년(2020년~2022년) 동안 배당성향 30% 수
준을 목표로 합니다. 배당성향은 지배지분 연결순이익을 기준으로 현금유출이 없는 일
회성 비용 항목을 조정해 산정하고, 연말 결산배당 시에는 중기 경영계획,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을 종합 고려하게 됩니다. 중기 배당정책은 매 3년마다 검토 후, 공개될 예정
입니다.
2020년 4월 주가 안정 관리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1년 만기 자사주 금전신탁계약
을 체결해 1조원 대의 자사주(449만 주, 5.1%)를 매입했고, 2022년 1월 한국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보유 자사주 일부를 2022년도 이내에 소각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 262만 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2020년 4월 주주환원정책 관련한 회사 홈페이지를 개편해 배당 내역, 배당정책, 자사
주 매입 정보를 국문과 영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0년 3분기 분기배당부터 온라
인을 통한 배당금 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포스코홀딩스 배당안내 서비스’를 별도 웹
사이트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기업설명회 자료 및 중기 배당 
정책, 자사주 매입 결과 등 주주환원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최근 5개년 배당 내역
구분
주당배당금(원)
총배당금(백만 원)
배당수익률(%)1)

연결배당성향(%)2)

연결지배지분순이익(백만 원)

2021
17,000

1,285,635
6.0

19.4
6,617,239

2020
8,000

620,287
3.0

38.7
1,602,148

2018
10,000

800,009
4.1

47.3
1,690,612

2019
10,000

801,156
4.1

43.7
1,835,087

2017
8,000

639,991
2.4

22.9
2,790,106

 주주환원 홈페이지

1)배당수익률은 1주당 현금배당금을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배당부 종가의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
2)연결배당성향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기준 당기순이익에 대한 현금배당총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계산

 포스코홀딩스 배당안내 서비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dividend.posco.co.kr:4452/F52/F52B10/jsp/home/posF52BMain.jsp
https://www.posco-inc.com:4453/poscoinc/kor/investor/s91e3000370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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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권리 보호

주주의결권 제도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사항
포스코홀딩스는 보통주만 발행했으며 주주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권리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제5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은 
11,561,263주로, 이를 제외하고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수는 75,625,572주입니다.

주주제안권
포스코홀딩스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에 
의거해 소수 주주로부터 이사 후보를 추천 받고 있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6개월 전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으
며, 목적사항을 이사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친화 정책 운영 
①집중투표제 도입(2004):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을 보유한 주주는, 2인 이상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 소집이 있을 때 주주총회
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회사에 청구
해야 합니다. 집중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
한 수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해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다수를 얻은 사람
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됩니다.
②주주추천제도 도입(2018): 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분 요건과 동일하게 의결권 있는 발
행주식의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운영에 앞서 사외이사 
예비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 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에서 발굴한 후보
와 동일한 자격심사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에 포함됩니다.

주주제안권 행사 지원 
포스코홀딩스는 정기주주총회 약 2~3개월 전, 상법상 주주제안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주주당 1인의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후보 추천은 전자메일 또는 또는 우
편을 통해 서면으로 접수 받습니다.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 2022년 1월 11~20일 일정으로 주주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주주참여 촉진활동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투표를 통해 의
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서면투표용지
와 회송용 봉투를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 편의성
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는 전자투표제도
를 도입해 매년 실시합니다.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
시하며,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임장을 사용해 의결권 대리 행사
가 용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시, CEO 주주서한을 통해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문의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주주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해 온라인 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했으며, 사전에 주주 질의를 접
수하는 등 주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1년 포스코홀딩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개 주주활동 내역 

구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정기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 
분산개최 여부
서면투표  
실시 여부
전자투표  
실시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제54기 주주총회
2022.3.25
2022.3.30
2022.3.31

2022.3.18
예 

예 

예 

예 

제53기 주주총회
2021.3.26
2021.3.30
2021.3.31

2021.3.12
예 

예 

예 

예 

제52기 주주총회
2020.3.13
2020.3.20
2020.3.26
2020.3.27
2020.3.27

아니오* 

예 

예 

예 

(표1-②-1) 공시대상기간 직전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일 및 의결권 행사방법

* 제52기 주주총회 일정 결정 당시 주총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전으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 

2022년 주주총회 전자투표 안내 및 온라인 주주총회 신청 안내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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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성진 

장승화 

박희재 

유영숙 

권태균 

유진녕 

손성규 

최정우 

전중선 
 

정창화 

유병옥 

김학동 

성별 
(연령) 

남(73세) 

남(59세) 

남(61세) 

여(67세) 

남(66세) 

남(65세) 

남(62세) 

남(65세)  

남(59세) 
 

남(60세) 

남(60세) 

남(62세) 

선임일 

2018.3.9 

2017.3.10 

2019.3.15 

2021.3.12 

2021.3.12 

2022.3.18 

2022.3.18 

2018.7.27 

2018.3.9 
 

2021.3.12 

2022.3.18 

2022.3.18 

임기 만료 
예정일

2024년 
정기주총일
2023년 
정기주총일
2025년 
정기주총일
2024년 
정기주총일
2024년 
정기주총일
2025년 
정기주총일
2025년 
정기주총일

2024년 
정기주총일
2023년 
정기주총일 

2023년 
정기주총일
2023년 
정기주총일

2023년 
정기주총일

전문 분야 

산업계 
(중소기업/산업정책)
법조계 
(판사/국제통상)
기술(학계),  
산업계(신사업/벤처)
학계 
(환경)
금융계 
(금융/재정/국제투자)
산업계 
(신기술 개발)
재무회계 
(학계)

경영전략, 재무/회계, 
감사, 그룹사업 관리
재무/회계, 전략/투자, 
그룹사업 관리, 
원료구매
홍보, 대외협력,  
신기술
철강기술, 구매,  
신사업

철강생산/ 
기술 

주요 경력 

·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2011~현재) 
· 해양수산부 장관(2006~2007)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현재) 
· 무역위원회 위원장(2019.11~현재)
·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1993.3~현재)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장(2017.2~현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원(1990.4~2021.5) 
· 기후변화센터 비상임 이사장(2020.1~현재)
· 법무법인 율촌 비상근고문(2015.12~2021.6) 
· 주 아랍에미리트대사관 대사(2010.6~2013.6) 
· 엔젤식스플러스 공동대표(2019~현재) 
· 전 LG화학 CTO(사장), 전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의원 및 연구회 이사
· 연세대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1993~현재)  
· 전 한국회계학회장/증권선물위원, 미국공인회계사

·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2022.3~현재) 
·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2018.7~2022.3)
·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2022.3~현재) 
 - 경영전략팀장, 철강팀, 재무팀, 친환경인프라팀, IR팀 관장 
· 포스코 사내이사 부사장(2018.3~2022.2)
· 포스코홀딩스 사내이사 부사장(미래기술연구원장, 2022.3~현재) 
· 포스코 사내이사 부사장(신성장부문장, 2021.4~2022.2)
· 포스코홀딩스 사내이사 부사장(친환경미래소재팀장, 2022.3~현재) 
· 포스코 부사장(산업가스·수소사업부장, 2021.1~2022.2)

·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2022.1~현재) 
·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철강부문장, 2021.3~2022.1)

사외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이사회 구성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선임
하되, 그 수가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정관 제27조에  
의거해 이사회를 3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는 8인 이내, 사내이사는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기준 사외이사 7인과 사내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해 상법상 요구조건을 충족합니다. 

이사회 의장의 선임
포스코홀딩스는 2006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과 분리하여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2022년 3월 18일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김성진 사외이
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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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성명

김성진
장승화
박희재
유영숙
권태균
유진녕
손성규

최초 선임일

2018.3.9
2017. 3.10
2019. 3.15
2021. 3.12
2021. 3.12
2022. 3.18
2022. 3.18

임기만료일

2024년 정기주총일
2023년 정기주총일
2025년 정기주총일
2024년 정기주총일
2024년 정기주총일
2025년 정기주총일
2025년 정기주총일

현직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
-
엔젤식스플러스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겸직기관1)

KB자산운용
(주)LG

-
마크로젠

금호석유화학
-

삼성자산운용

겸직업무
사외이사
사외이사

-
사외이사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기관 재직기간
2022.3.28~현재
2022.7.25~현재

-
2021.3.31~현재
2022.7.21~현재

-
2022.3.25~현재

겸직기관 상장여부
비상장
상장

-
상장
상장

-
비상장

사외이사 겸직 현황
겸직 현황

1)겸직기관은 영리법인 기준

이사회 독립성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요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과 사내이사 후보 사전검토 및 자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전문  
위원회 위원 선임,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 회장 이외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전심의 
역할도 담당합니다. 해당 위원회의 독립성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외
이사 3명으로만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보고서 제출일)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권태균 
이사입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
포스코홀딩스는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사외이사를 선출하고자 2004년부터 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문 
단은 산업계·금융계·학계·법조계 등 각계 인사 중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은 원로급  
인사 5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은 선임 예정 이사의 3배
수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안하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자격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신임 이사의 선임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사외이사 겸직 관련 정책
포스코홀딩스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여부에 대해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참석 
및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활동에 대해 이사회와 회사에 사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8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고, 사외이사 선임 후 이에 해당하더라도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재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겸직 관련 정책에 위배되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이사간 이해관계 상충 관련 조항
포스코홀딩스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선임 과정에서 후보군의 과거 경력과 제반 거래 내역을 교차 확인해 상호 
거래 또는 계약 유무를 확인합니다. 또한 최종후보로 선정된 대상자로부터 거래나 이해관계가 없음을 소명하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
니다. 현재 사외이사 전원은 당사 또는 당사가 출자한 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2019~2021) 기간 중 거래한 
사항이 없습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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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이사진 교육 현황
포스코홀딩스는 이사진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내외 전문가 교육을 운영하며, 2021년 교육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일자
2021.3.25 
 

2021.5.20
2021.6.17~18
2021.9.10

교육실시 주체
경영전략실 등  
사내 관련 부서 

정도경영실, 사외전문가
경영전략실, 광양제철소
정도경영실, 사외전문가

교육 대상
신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신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교육 내용
· 철강 제조 프로세스 및 탄소 중립 전략  
· 국내외 철강산업 및 포스코 사업 현황  
· 포스코 국내 그룹사 현황 
·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등
· 광양제철소 및 리튬공장,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 시찰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운영 및 평가 절차 등

2021년 사외이사 교육 실시 이력

· 이차전지소재사업 현황 및 전략  
· 산업가스 기반 수소 사업화 전략  
· 중기 경영전략 및 2021년 경영계획

사외이사 역량구성표(Board Skills Matrix)
김성진

 

 

- 

- 

- 

 

2018
이사회 의장, 
ESG위 위원, 
감사위 위원 

만 73세
남

장승화
 

 

- 

- 

- 

 

2017
평가보상위  

위원장,  
이사후보 

추천위 위원
만 59세

남

권태균
 

 

 

- 

- 

 

2021
이사후보추천위 

위원장,  
ESG위 위원,  
재정위 위원

만 66세
남

박희재
 

 

- 

- 

 

 

2019 
재정위 위원장, 

평가보상위 
위원 

만 61세
남 

유진녕
 

 

- 

- 

 

- 

2022
이사후보추천위 

위원,  
감사위 위원 

만 65세
남

유영숙
 

 

- 

 

 

 

2021
ESG위 위원장, 
평가보상위 위원, 

재정위 위원 

만 67세
여

손성규
 

 

 

- 

- 

- 

2022
감사위 위원장, 
평가보상위 위원 

 

만 62세
남

구분
역량지표 

 

 

 

 

 

일반현황
 
 
 

 

①산업 및 경제 

②  기업경영 및 
리스크 관리

③  재무/금융 및  
회계

④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성

⑤  기술, 디지털 및 
혁신

⑥  법률 및  
공공정책

선임연도
전문위원회 
 
 

연령
성별

이사회 전문성
이사진 전문 영역
포스코홀딩스의 사외이사진은 다양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김성진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청장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
한 공공부문 및 산업계 분야 전문가입니다. 장승화 사외이사는 WTO상소기구 재판관
을 역임한 법조계 및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입니다. 박희재 사외이사는 SNU프리시젼 
(서울대 사내 벤처1호) 대표이사 역임 후 현재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로 학계 및 산업
계 분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사외이사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환경분야 연구 전문가로, 환경부 장관 역임 후 기후변화센터 
(비영리 민간기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권태균 사외이사는 주 OECD대표부 경제 
참사관,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장, 주 아랍에미리트대사관 대사 등을 역임한  
재정, 국제금융 및 투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2022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유진녕 사외이사는 LG화학 기술연구원장과 CTO 사장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원 및 
연구회 이사를 역임한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 신기술 개발 전문가입니다. 손성규 사외
이사는 연세대 회계학과 교수, 전 증권선물위원이자 미국 공인회계사로서 다양한 기업 
회계 및 감사 분야 경험을 지닌 회계 및 재무 분야 전문가입니다.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최정우 사내이사는 가치경영센터장, 포스코케미칼 사장 
등을 역임해 철강사업뿐 아니라 그룹사 전반에 관한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지녔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전중선 사내이사는 가치경영센터장, 글로벌인프라부문장겸 전략기획
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Chief Strategy Officer(경영전략팀장/철강팀/친환경인프
라팀/재무팀/IR팀 총괄)로서 그룹 차원의 경영전략 및 사업 관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창화 사내이사는 미래기술연구원장으로 그룹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역량과 풍부한 대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했습니다. 유병옥 사내이사는 원료구매, 
경영전략, 신사업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친환경 미래소재 관련 사업 
확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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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개최 내역

사외이사 후보 Pool (단위: 명)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정관 및 기업지배구조 헌장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은 정관 제29조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에 관한 조항
에 의거,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
가 해당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당 후보를 사내이
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을 거쳐 대표이사 회장 승계 절차가 종료됩
니다. 본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투명한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해 이사회에서 경영
승계의 기본 정책과 프로세스를 담당합니다. 또한 ‘승계 Council’에서 후보자 발
굴 및 이사회가 정한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후보군을 이사회에 제안합니다. 이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세부 자격심사 기준 수립 및 이
사회가 정한 후보군을 대상으로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자격심사를 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과 권한을 분리한 경영승계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5
월에는 승계 과정에서의 외부 영향을 차단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승계 프로
세스를 구축하기 위해 이사회가 정한 자격요건인 ‘CEO후보 기본자격 요건’을 신
설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정책

・  포스코그룹 CEO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을 거친 자 또는 포스코그룹 주요회사에 준하는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의 경륜을 갖춘 자로서, 최근까지 경영 일선에서의 경영감각을  
유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또한, 후보자는 경영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을 갖추고 포스코그룹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장기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다만, 이사회 고유의 CEO 선임권한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려하는 등 포스코그룹의  
독립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상기 자격요건 외에 기타 경영여건에 따라 감안해야 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이사회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다.

※CEO후보 기본자격 요건 

이사회 운영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 7조에 따라,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 개최합니다. 정기 이사회는 1월, 2월, 3월, 5월,  
8월, 11월, 12월에 총 7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이사는 필요 시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원격 통신
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사회 일정은 전년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 통지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2021년 총 7회 정기 이사
회와 총 2회 임시 이사회가 개최됐으며, 사외이사 참석률은 100%입니다.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
금융계
회계
산업계
학계
법조계
공공부문

전체
142
9
21
48
28
18
18

여성
18
1
2
7
2
2
4

2019년 12월 기준
전체
283
24
38
67
84
37
33

여성
66
5
9
18
16
13
5

2020년 12월 기준
전체
573
38
100
150
146
55
84

여성
107

6
13
27
34
14
13

2021년 12월 기준
전체
+431
+29
+79
+102
+118
+37
+66

여성
+89
+5
+11
+20
+32
+12
+9

증감(2019년 대비)

이사회 다양성
포스코홀딩스는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관’, ‘포스코
홀딩스 기업지배구조헌장’과 ‘ 사외이사 독립성/다양성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사의 자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영숙 사외이사를 여성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해 이사회 다양성을 강화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포
스코그룹 내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하여 첨단기술 분야(이차전지, 첨단소재)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전문가인 유진녕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해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page=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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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포스코홀딩스는 2022년 3월 지주회사 출범에 따라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철강투자를 검토·심의하는 경영위원회를 
폐지하고, 현재 이사회 내 ESG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총 5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상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외 3개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
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설치한 것입니다. 재정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산업계, 회계 또는 재무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ESG위원회는 환경전문가를 포함해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전문위
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의 재임기간 중 구성원 변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
수로 구성하며, 감사위원회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
습니다.

이사회 보수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 388조 및 당사 정관 제 36조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평가보상위원회가 지급 규모를 결정
합니다.

사외이사 보수

CEO 보수 

정량(60%)

영업이익 25%, EPS 20%, 영업현금흐름 
10%, 매출액 5%

정량(60%)

주가 20%, ROA 20%,  
Debt/EBITDA 20%

정성(40%)

철강사업 신 경쟁우위 확보, 지속가능성장  
모범기업상 제시(온실가스 배출량,  
ESG평가지수, 재해율) 등

정성(40%)

투자, 기술, 사람 분야에서의 장기경쟁력  
향상 노력 등

・장기인센티브: 3년 단위 장기경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종료 후 일시 지급

・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지급

위원회

ESG위원회

(사외3인, 사내1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3인)

평가보상위원회

(사외4인)

재정위원회

(사외3인, 사내 1인)

감사위원회

(사외3인)

 

구성

위원장: 유영숙

위원: 김성진, 권태균, 유병옥*

위원장: 권태균

위원: 장승화, 유진녕

위원장: 장승화

위원: 박희재, 유영숙, 손성규

위원장: 박희재

위원: 유영숙, 권태균, 전중선*

위원장: 손성규

위원: 김성진, 유진녕

 

주요 역할
· ESG 관련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서 발간

·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거래 사전심의 및 승인

· 계열회사의 ESG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보고 등

·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주주총회 추천 

·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운영 등

· 경영진 평가,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등

· 신규 및 기존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사전심의, 의결

· 사채모집 및 중요한 자금차입의 사전심의, 의결 등

·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개최 실적

 

・ 기본연봉: 직위(대표이사 회장), 위임 업무의 책임·역할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기본 
연봉총액의 1/12을 매월 지급

・ 성과연봉: 회계연도 재무성과에 따른 정량평가 60%, ESG 실천 등 주요 경영활동에 
관한 정성평가 40%를 반영, 연 2회(7월, 익년 2월) 분할 지급

평가항목

평가항목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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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STRATEGY

환경 관리

포스코그룹은 그룹 차원의 환경경영 정책을 수립해 엄격한 환경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회사별 환경관리  
전담 조직이 있으며, 관련 점검사항은 담당 임원의 KPI로 관리됩니다. 특히 포스코는 법적 책임 이상의 환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1년 매분기 C-레벨 주관 저탄소친환경 카운슬을 운영했으며, ESG 중요성 평가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 분야 4위, 
유해 화학물질 관리 분야 11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대기환경물질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진 KPI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ESG 중요성 평가를 통해 유해물질 배출 및 관리 분야 5위로 선정되어 신규 양/음극재 생산시설 증설 검토 단계
에서 최우선 ESG 리스크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유해물질 관리를 포함한 포스코그룹의 모든 ESG 리스크는 C- 
레벨 참석 분기단위 그룹경영회의 및 그룹ESG협의회의 보고 사항이며, 관련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각 사업회사 및 홀딩스 이사
회/ESG위원회의 보고 사항입니다.

대기오염 관리
포스코의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량은 2021년 기준 61천 톤으로, 2020년 66천 톤에 비해 6% 감축
했습니다. 2024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방출량을 49천 톤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는 환경감시
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제철소 주변의 대기환경정보는 지역 환경정보공개 전광판을 통해 상시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소성로 가동 연료를 벙커씨유에서 천연가스로 교체하고 유증기 저감장치 증설, 스크러버 약품공급장치 설치 
등을 통해 암모니아 같은 냄새유발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s)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성로 
탈황설비 증설을 통해 황산화물 배출량을 2020년 79.2톤에서 2021년 51.8톤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
포스코는 철강 생산공정 특성상 다양한 화학물질을 수입 또는 제조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화학물질 입고 단계부터 사
용 단계까지 모니터링(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8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
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9년 6월까지 회사가 제조·수입하는 화학 물질 100여 종을 사전 신고했습니다. 각 생산  
제품은 소재별로 환경유해물질 성적서를 발급해 전자거래시스템(e-Sales)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화학물질 저장시설 자체 진단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탱크의 지반침하 모니터링을 위한 침하계와 수평계를 설치하고, 누출사항을 조기 감지할 수 있는 
누액 감지기를 추가 설치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 관리
포스코그룹의 발생 폐기물은 국내 및 각 국가의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특정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연간 발생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비율은  
0.4%인 87,226톤 수준이며, 포스코케미칼의 지정폐기물 발생 비율은 0.36%로 1,241톤 수준입니다.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
은 정부의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Allbaro)를 통해 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오염/유해물질 관리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이 생산하는 철강과 화학물질, 에너지소재 분야는 다양한 원료와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급망 
오염과 유해물질 관리가 중요합니다. 포스코그룹 공급사 행동규범에는 환경 분야 폐수, 고형 폐기물 및 대기오염 방지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가 우수한 공급사에는 가점을, 관리가 부실하거나 관련 제재를 받은 공급사에는 감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포스코는 2021년 친환경컨설팅 지원단을 사내 부서로 신설해 내부 전문가가 공급망은 물론 지역 공단의 중소
기업의 환경오염문제 개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물 자원화
포스코는 철강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더스트, 슬러지 등 다양한 부산물을 최대한 재활용해 2021년에는 발생 부산물의  
98.6%를 재활용했습니다. 또한 포스코, RIST, 포스코건설이 수재슬래그 함량을 최대 58%까지 높인 포스멘트(PosMent)를 
공동 개발하여 시멘트 대체재로 활용해 부산물 자원화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소재분야의 흑연, 분진, 세립 석회석 등의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3mm미만 폐석회에 대한 폐기물 순환자원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연간 15,000톤 이상의 부산물을 자원화했습니다. 또한 그
룹차원의 폐배터리 자원화를 위하여 포스코HY클린메탈을 설립, 황산니켈과 수산화리튬 등의 유가금속의 재활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기업시민보고서

 포스코케미칼 기업시민보고서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www.posco.co.kr/docs/kor6/jsp/dn/irinfo/posco_report_2021.pdf#page=24
https://www.poscochemical.com/resources/file/2021poscochemical.pdf#pag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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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감사
포스코그룹은 그룹 환경경영정책 및 각 사업회사의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외 사업장 및 신규 사업장의 환경영향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내부 자체 평가와 제3자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환경 관리/감사 내부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ISO 14001 내부심사원 및 실무자 양성과정을 진행하
여 2021년에는 197명이 이수했습니다. 또한 환경 담당자 및 관리책임 직책자 214명에게는 환경관리 심화교육을 별도로 진
행했습니다. 환경 관련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각 사업회사의 정도경영조직에서 환경감사를 수행하며, 감사 결과는 홀딩스  
감사위원회 보고 사항입니다. 

환경 모니터링
포스코는 제철소 인근 전광판을 통해 주요 오염/유해물질 현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NGO,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환경협의회 운영을 통해 관련 경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
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환경센터에서 사업장 오염/유해물질 배출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에 대해서는 
환경부 환경정보공개 제도와 지역주민 환경 간담회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리 목표

포스코(철강)의 핵심 관리 지표: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66천 톤 61.5천 톤(6%감축) 60.8천 톤 49천 톤

2020년 기준 2021년 실적 2022년 목표 2024년 목표

포스코케미칼(소재)의 핵심 관리 지표: 자원순환/재활용 총량

내화물 재활용량
8.3천 톤

2020년 기준

15천 톤(약 1.8배 증가)

2021년 실적

RISK MANAGEMENT

METRICS AND TARGETS

환경 관리

질소산화물(NOx) 저감:  포항제철소 3개 소결공장에 ‘선택적 촉매환원(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설비
를 적용했습니다. SCR은 질소산화물을 9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탈질 기술로, 이 기술은 2018년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가 설립한 미세먼지연구센터가 개발했습니다.

먼지 저감: 포스코는 비산먼지와 분진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밀폐형 저장시설인 사일로를 확대하고, 주요 설비의 집진 성능 
향상을 추진했습니다.

전 고로 ‘브리더’ 개선 추진: 브리더는 고로 내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안전장치로, 약 2달에 
한번 고로 정비를 위한 휴풍 시 또는 고로내 상황이 불안정한 비상상황에서 열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브리더 작동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고로에 
집진 브리더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TMS 설치 확대: 포스코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더욱 촘촘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TMS시스템(Tele-Monitoring 
System)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TMS는 5분마다 굴뚝에서 배출하는 가스 농도를 측정해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이를 환경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합니다. 또한 ‘포항시-포항제철소 대기개선 TF’, ‘광양시-광양제철소 대기환경개선 공동협
의체’를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를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발굴·개선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Green & Clean의 친환경 제철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질소산화물(NOx) 
저감, 비산먼지 및 분진 저감, 친환경 발전 설비 등을 위한 
환경개선 프로젝트에 1조 49백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3년간(2022년~2024년) 약 1조 78백 원 규모의 추
가 환경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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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P Water 평가 참여
포스코는 2016년부터 물 정보 공개 프로젝트인 CDP Water Security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Leadership A를 획득,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자원 관리

GOVERNANCE

RISK MANAGEMENT

STRATEGY

포스코그룹 사업장 운영에 따른 수자원 관리는 각 사업회사 환경담당 임원이 총괄합니다. 수자원을 포함한 환경 개선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이사회에 경영계획 보고를 통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조 7천
억 원 규모의 환경투자(수자원 관련 투자 약 1,900억 원 포함)가 예정되어 있으며, 분기별 투자비 집행 내역 및 개선사항은 CEO
주재 경영회의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보호
포스코그룹의 주요 사업장에서는 수자원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국내 수자원  
취수량의 80.3%는 포스코 사용량이며, 포스코케미칼이 18%, 그 외 사업회사가 1.7%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포
스코케미칼 국내사업장은 모두 WRI 기준 water stress 20~40%의 Medium high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표수 사용량 절감, 방류수 수질 관리, 폐수 재활용 향상을 핵심 KPI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수원으로부
터 공급받고 있는 지표수, 지하수의 양을 줄이기 위해 대체 공업용수 확보를 추진해왔습니다. 포항제철소는 2015년부터 포항시  
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에 수요처로 참여해 하루 8만 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
습니다. 광양제철소는 2014년 광양 동호안 지역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신설하고 2022년 기준 하루 약 2만 톤의 물을 공업용수로 전
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포항, 광양제철소가 사용한 지표수의 약 40%를 재처리수와 담수로 대체해 
지역사회 물 부족 이슈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공장 내 냉각수 순환장치를 개선하고 스팀 응축수와 공정 재이용수 재활용률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정에서 사용된 용수는 세륜세차 시설에서 재이용하고 있으며, 폐수 전량을 재활용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너지는 오염도가 낮은 양질수는 공정에 재사용하여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취수량 대비 재활용 용
수 비율이 2020년 18.7%수준에서 2021년 25.6%까지 늘었습니다. 포스코아르헨티나 리튬사업장이 위치한 옴브레 무에르토 
(Hombre Muerto) 염호 지역은 WRI water stress가 10% 미만의 Low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고산지대의 동식물과 지역주민
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별도 개발 허가를 받은 지하수 관정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하는 지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매달 점검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정기 보고하고 있습니다.

폐수 관리 
포스코는 방류수 수질의 엄격한 관리로 제철소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취수된 용수는 원정수 처리설비 
에서 정화과정을 거쳐 담수와 정수로 각 공장에 공급되며, 개별 공장에서 사용된 물은 폐수, 오수, 냉각수 등으로 분류되어 독립
된 배수체계를 통해 집수됩니다. 물리 화학적 1차 처리 후 유기물이 함유된 폐수는 생물학적 2차 처리를 실시하며, 폐수종말처리 
시설에서 최종 처리 후 외부 해역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방류수의 COD, T-N 등 주요 오염
물질의 배출농도는 법 기준 대비 20~80% 수준의 강화된 내부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관제철소 특성상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정에서 사용된 비교적 낮은 수질의 물도 최대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압연지역에서 발생되는 
저농도 염소이온 (Cl-) 폐수는 별도 배관을 통해 원수정수처리설비로 이송·처리 후 용수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각수는  
빗물, 야드·도로 살수수와 함께 우수처리시설로 집수되어 재처리 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청림사업장 우수방류구 전단에 여과형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공장 내 낙진으로 인한 부유물질이 빗물에 의해  
지역사회로 방류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너지는 최종 배출한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통합환경 허가  
기준의 최대 10% 이하 수준으로 유지했으며, 광양 터미널은 해수식 기화기 증설을 통해 폐수 발생량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포스코 CDP Water  
평가 결과 

2016년 
B

2017년 
A- 

2018년 
A-         

2019년   
B

2020년   
B          

2021년 
A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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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력개발과 공정한 평가

교육전문법인을 통한 인재육성 
포스코그룹은 교육전문법인 포스코인재창조원을 통해 그룹 차원의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재창조원은 리더십,  
직무, 조직문화 등 정규 과정 82개와 e-러닝 2,743개 과정 등 총 2,822개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정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1년 28,159명의 그룹 임직원이 555,408시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그룹 학습경험플랫폼(LXP)인  
‘러닝플랫폼’을 통해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등 없이 누구나 신청,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핵심인재 육성 
핵심인재 대상으로 다양한 리더십/전문역량 진단을 통해 개인 맞춤형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인사평가에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업부서 내 직책자 코칭을 통해 직원의 강점/보완점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코칭리더십 개발 – 코칭기반 성과 
평가 제도운영 – 직원 개인별 육성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핵심인재 육성 체계

STRATEGY

사업성장 전략 
JETP

5년내 임원,  
해외법인장 후보군 

사업 임원 역할 대비, 
사업성장전략 & 경영 

의사결정

재무적 통찰, 사업 
성장전략, 전략 실행력, 

사후 리뷰 세션 
[1년]

그룹 Biz Model 혁신 
CETP

5년내 CEO 후보군 
 

최고경영층 역할 대비, 
그룹차원 경영 혁신 

멘토링, CEO 과제 코칭, 
사후 리뷰세션 

[1년] 

시장을 보는 눈 
YETP

향후 직책자,  
해외 주요보직 후보군 

사내기업가 기본기 차원, 
시장/미래 Insight 확보 

MBA 기본, 벤처창업 체험, 
사후 리뷰 세션 

[1년] 

신사업 확장 
SETP

5년내 부문장/ 
그룹사 대표 후보군 

고위 경영층 역할 대비 신성장 
전략 & Biz 모델 개선 

재무적통찰, 신사업전략, 
AMP, 사후 리뷰 세션 

[2년] 

과정명 

대상 
 

육성목표 
 

주요 
프로그램 
 

※Entrepremeurial Top talents Prgram - (Young, Jr.Executive, Sr.Executive, CEO)

직무환경 변화에 대응한 역량확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직무변화에 대응하여 직원들의 역량개발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분야별 Re/Up-Skilling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을 위해서도 엔지니어 맞춤형 교육과  
사내 명장제도를 통해 전문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기술대학을 통한 철강 전문가 양성
2014년 포스코기술대학을 설립하여 현장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기술대학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정규 전문대학으로 교육비용 전액은 회사가 지원합니다. 포스코기술대학은 포스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스틸리온 등 철강부분의 현장 직원들이 금속, 기계, 전기 등 기초공학부터 재료강도학, 소성가공, 기계요소설계 등 심화
과정까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발된 직원들은 주 5일 중 이틀간 수업을 받고, 2년간 8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지난 8년간 279명이 졸업하여 포스코그룹의 철강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Skill 인벤토리 정의(직무별 SME 참여)스킬 
개발 
체계

Skill 수준 진단/목표 수립 Re/Up-Skilling 추진

Technician Level 제도/직무역량인증제도/핵심기술전문가 제도 등 연계, 진단/교육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주요 콘텐츠

뉴칼라 사무계기술

ESG

교육방법

[신사업] 신규 추진사업 성공에 직결되는 종합스킬을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 및 직무역량 제도 연계

[핵심기술요인] 상용화 수준 핵심기술 신설비/조업 노하우 등

 DX분야: 뉴칼라 교육/인증제 운영 + 디지털 �
변화 트렌드에 따른 과정 보완/심화 개발

기술계: 심화기술 역량확보 지원을 �
위해 기존 기술교육 체계 + MOOC관 

신설 등 오픈강좌 운영

6대 직무 중심 온디맨드 �
직무 심화 교육 제공

[사업초기] 스마트제어, 센싱, 무선네트워크 등
[기술 외] Data 기반 시장분석/경영의사결정 디자인 싱킹 등
[사업안정기] 직무역량인증제 연계 및 초급~심화스킬까지  

교육체계화

[기존사업] 미래기술 선제적 확보 위한 스마트팩토리 기술/DX 교육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ESG/안전 기술교육 추가/확대Re 
Skilling

Up 
Skilling

Re-Skilling, Up-Skilling Platform 

프로세스

운영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제어, 센싱, 무선네트워크 등
[환경] 수질/대기 설비점검, 에너지 절감 등[Digital Transformation] 이미지 프로세싱,  

Python 기초/응용 등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보건관리 등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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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력개발과 공정한 평가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변화한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이끌 수 있는 직책자와 임원을 육성하기 위해 그룹 차원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1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4,260명의 직원이 리더십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동기 부여를 위해 각종 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재창조원을 통해 자격증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직원에게는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자격증을 취득한 포스코의 3,345명과 포스코
케미칼의 133명에게 축하금을 지급했습니다.

퇴직자 준비 프로그램  
포스코그룹은 직원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정년퇴직 예정자 3,149명을  
대상으로 Green Life Design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변화 관리부터 진로설계 워크숍, 중년기 건강관리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직원들의 노후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Green Life Design 프로그램

재채용 프로그램 
포스코는 역량 있는 시니어 퇴직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노하우와 경험을 후배 직원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재채용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87명의 퇴직 직원들이 현장 엔지니어와 안전지킴이로 재채용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태
국 등 해외 법인에도 재채용되어 대한민국 제철소의 노하우를 해외 사업장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 [생애]평생현역인식
제고

・ [재무]미래 자산관리

❶ 변화 관리 특강

・ 진단(노후준비도 등)

・ 자기개발과 자격증

・ 부동산/귀농귀촌  
성공사례

❷ 생애설계 워크숍

・ 재취업 성공전략〮  
창업 성공전략

・ 진로설계서 작성

❸ 진로설계 워크숍

・ 즐거운 인생(여가)

・ 중년기 건강관리

❹ 전문가 특강

・ 행복한 부부

・ 나눔의 기쁨 
(사회공헌활동)

・ 퇴직 후 재무관리

❺ 리스타트 워크숍

METRICS AND TARGETS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포스코그룹은 다양한 법정의무교육과 그룹 필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무와 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 제외  
모든 교육은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등 없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구분
법정의무교육 

그룹 필수교육 
 
 
 
 
 
 
 

과정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글로벌 포스코 윤리경영의 이해
기업시민 실천방법, 꼼꼼히 읽어드립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마인드셋
정보보호의 이해와 실천
포스코그룹 필수 안전 이러닝
안전문화의 특성 및 개선방안
안전심리와 휴먼에러

교육대상

정규직 및
계약직/임시직

2021년 수료율
99.9%
98.4%
99.8%
98.1%
99.4%
99.0%
99.6%
99.0%
98.0%

공정한 평가와 보상
포스코홀딩스는 개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직원 상호간 협력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전,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 ‘공정평가 서약’을 하며 피평가자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책자가 일반직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평가종료 
이후 공정하게 평가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소통역량 향상 및 일하는 방
식 개선을 위해 협업 직원들로부터 강점과 보완점을 피드백 받는 Peer Letter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 직급 동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 인상률도 성별이 아닌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변동성 경영성과금 제도’를 통해 회사 공동의 경영성과를 전직원에게 배분하며,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는 공적에 따른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우리사주제도(ESOP)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계약직 포함)은 동일하게 우리사주 유상매입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사부님’이 된 사람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bit.ly/2NpxX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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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STRATEGY

다양성 및 포용성 증진

포스코그룹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SO 26000 등 지속가능경영 기준을 존중합니다. 포스코그룹 주요 사업회사(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는 UNGC 
회원사로서 그룹차원의 다양성/포용성 정책을 바탕으로 이에 따른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인 기
업시민헌장에도 ‘다양성을 포용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를 구현한다’고 명시해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회
사의 의지와 책임을 대내외에 선언했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포스코그룹은 창립 이후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는 동반자’ 라는 철학 아래 상생의 노사관계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주회사의 특성상 관리자 중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별도의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노경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협의회에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경영층에 전달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보유한 주요 
사업회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은 각각 두 개의 노동조합이 활동 중입니다. 
2021년말 기준 포스코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37.93%이며, 포스코케미칼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89.7%입니다.   

고충처리 매커니즘
포스코홀딩스는 구성원간 Open Communication과 열린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언제든 소속  
부서의 직책자(부장, 리더)에게 고충 상담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ESG팀 산하 윤리경영 담당자나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인사 
노무 담당 직원에게도 고충 상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고충  상담의 모든 내용은 보안이 유지되며, 고충 상담을 이유로 당사자
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원칙을 준수합니다. 고충 처리는 접수 후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  
심리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사내 변호사와의 개별 법률상담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RISK MANAGEMENT

METRICS AND TARGETS
다양성 및 포용성 지표
포스코홀딩스는 채용, 평가, 승진, 직책 보임, 교육 등에 있어서 성별, 연령, 종교, 학력, 결혼 여부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않습
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입사할 수 있도록 공정성에 입각한 균형 잡힌 채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전직원의 23%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 등 남녀 고용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인 ‘포스코휴먼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2021년에는 장애인고용 
공단에서 장애물 없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사업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그룹의 사무/행정  
지원, 그룹사 클리닝서비스, 콜센터/IT 서비스 지원, 차량관리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2021년 기준 332명의 장애인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선수 6명을 포스코홀딩스 직원으로 채용하여 선수들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선수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다양성 증진 차원에서 여직원 목표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여직원 목표 비율(~2025년): 전체 관리직 15%, 주니어 관리직 28%, 수익 창출부서 관리직 24%

의견수렴 채널 운영
포스코홀딩스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동수로 구성된 노경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정기 협의회를 통해  
직원 고충해결과 건의사항 청취는 물론 복지제도 개선과 같은 현안 이슈를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
포스코홀딩스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인사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육아기/임신기 재택근무제도 등의 유연근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 
거나 본인의 요양을 위한 재택근무 및 휴직제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아 검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법정 보장 기간의 2배인 2년까지 보장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사내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육아휴직 후 복직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포스코그룹 윤리경영의 이해」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온라인 필수 교육을 통해 건전한 윤리
의식과 구성원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배려를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포스코  
2020년 제5회 아시아여성지수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 포스코그룹 17개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자격 획득

관련 수상 현황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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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포스코그룹
포스코그룹은 창업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왔으며, 다양한 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 광양 지역에서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정기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기업시민 러브레터’를 통해 이해관계자 누구나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포스코그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
며, 회사의 공식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은 다양한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각 사업
회사 기업시민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그룹 포스코교육재단과,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1%나눔재단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소외계층 삶의 
실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청암재단
1971년 제철장학회에서 시작한 포스코청암재단은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포항, 광양 지역사회 및 아시아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과학, 봉사, 교육, 기술 분야의 우수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포스코청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수혜자는 546명
이며, 누적 수혜자는 12,733명에 달합니다.

포스코교육재단
1971년에 출범하여 포항지역 6개 학교, 광양지역 5개 학교, 인천지역 1개 학교 등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는 12개의 
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학교 운영을 위해 출연한 누적기부금은 10,832억 원(1971년~2021년)이며, 누적 수혜자는 
129,112명입니다.

포스코1%나눔재단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3년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이 자신의 급여에서 1%를 기부하고, 회사가 매칭그랜드를 출연해 설
립된 비영리 재단입니다. 2021년 포스코그룹 임직원의 98%가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753억 원(2013년~2021
년), 누적 수혜자는 59,213명입니다.

포스코베트남은 2022년 7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인 포스맥(PosMAC)배리
어를 푸미 지방 정부에 기증했습니다. 포스맥배리어란 고내식강인 포스맥
(PosMAC)으로 만든 가로수 보호대로, 토양에 공기와 수분을 지속 공급하
고 식물 뿌리가 보도블록을 융기해 파괴하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베트남 연
평균 강수량은 1500~2000㎜로 많지만, 뚜렷한 건기와 우기로 나뉘고 높은 
기온으로 토양과 식물에 수분이 부족해 도심 가로수의 생육상태에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포스맥배리어는 급수 블록으로 빗물을 저장해 토양의 수분
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고,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포스코베
트남은 푸미 지방정부 기증 외에도 포스코베트남 기숙사 주변에 포스맥배리
어를 설치해 도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도시의 열섬현상을 예방하는 친환경 
상생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 러브레터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지역사회 상생

Before

After

STRATEGY 글로벌 커뮤니티 활동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 찔레곤에 위치한 크라카타우포스코는 협력사인 
PT KPdP, 해양수산관리청(Loka PSPL Serang)과 함께 지역 산호초 성장
을 위한 스파이더 랙을 기증했습니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지역사회 어업
량 증대와 관광업의 활성화,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산호초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환경의 회복
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지역 학교 인프라 및 위생 
개선사업 등 지속적인 상생 프로그램 운영으로 포스코인도네시아 대표법
인은 2021년 비스니스 인도네시아 기업 사회적 책임 시상식(BISRA, Bisnis 
Indonesi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wards) CSR Golden 
Champion을 수상했습니다.

산호초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크라카타우 직원들

베트남 푸미 정부 청사 앞 가로수에 설치된  
포스맥배리어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https://loveletterposco.com/
https://www.posco.co.kr/docs/kor6/jsp/dn/irinfo/posco_report_2021.pdf#page=57
http://www.poscointl.com/kor/sustainManageReport.do
https://www.poscoenc.com:446/ko/esg/report.aspx
https://www.poscochemical.com/resources/file/2021poscochemical.pdf#page=63
https://www.poscoenergy.com/_ui/down/poscoenergy_2021sr_kor.pdf#page=50
https://www.poscoict.com/introduce/corporate_citizenship_report.jsp
https://www.poscosteeleon.com/skin/list/view.do?MENU_SEQ=10102&PAGE_SEQ=10153&LANG=ko_KR&BD_SEQ=10909
http://www.poscomtech.com/resources/file/%ED%8F%AC%EC%8A%A4%EC%BD%94%EC%97%A0%ED%85%8D_%EA%B8%B0%EC%9E%85%EC%8B%9C%EB%AF%BC%EB%B3%B4%EA%B3%A0%EC%84%9C_2021.pdf#page=52
https://www.postf.org/ko/main.do
http://www.posef.or.kr/main/main.jsp
https://www.poscofound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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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감사
포스코홀딩스는 제 3자 기관인 BSI로부터 ISO/IEC 27001:2013(정보보호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았습니다. 14개 도메인 114개 
통제 항목을 기준으로 사후심사(1년 단위)와 갱신심사(3년 단위)를 통해 보안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GOVERNANCE

RISK MANAGEMENT

STRATEGY

정보보호 관리체계
포스코홀딩스의 정보보안 및 개인(고객) 정보보호는 담당임원이 총괄하며, 분야별 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 회사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물리적/인원보안은 인재경영팀, 관리/기술 보안은 법무팀, 핵심기술보안은 미래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합니다.  
또한 정보보호위원회가 조직의 정보보안 경영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타당성과 효과성을 연 1회 이상 검토합니다. 정보보호 
위원회는 위원장(정보보호 담당임원), 위원(정보시스템 보안지침 관련 운영 부서장, 위원장이 위촉한 자), 간사(전사 정보보호주관 
부서장)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정보보안 정책 및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정보보안 성과에 대한 피드백 및 지속적인 개선 기회를  
발굴합니다. 정보보호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는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됩니다. 

정책수립
포스코홀딩스는 자체 정보보호 규정을 수립, 이행하고 있으며 해외법인·사업회사(그룹사)·협력사를 대상으로 보안진단, 컨설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준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방문 컨설팅을 통해 수시로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협의회를 분기 1회 이상 운영하여 이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변화관리
포스코홀딩스는 자체 보안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회사 실무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ISO/IEC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전문 심사원 자격과정을 BSI Korea(ISO 표준 인증기관)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정보보호 담당자는 글로벌 자격인증인 ISO/IEC 27001 선임심사원(Lead Auditor) 자격을 
보유하여 국제기준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보안의식 향상을 위해 캠페인과 교육, 보안점검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메일, 그룹웨어 팝업,  
전사 게시,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용해 보안을 생활화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  
보안 점검 등을 진행 중입니다. 해외법인·사업회사(그룹사)·협력사 대상으로도 보안진단 및 컨설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명
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IEC 27001:2013

인증 및 인정기관
BSI/ANAB

인증범위
정보보호 경영지원, IT(정보기술) 서비스 등  
포스코홀딩스 자회사에 대한 투자, 개발, 관리 서비스 제공

보안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사전조치  : 포스코그룹 차원의 통합 보안관제센터 상시(24시간×365일) 서비스를 통해 사이버 침해 사고를 예방합니다. 통합  
보안관제센터는 국내외 해킹동향 수집 및 분석, 해킹공격 실시간 모니터링 및 탐지/차단/대응 등 외부 해킹공격에 대비하여  
취약점 점검활동을 수행하며, 모의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후조치  : 사이버 위기대응 방안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또한 한국인
터넷진흥원 침해위협 경보단계 기준 등을 참고하여 사내 침해위협 경보 5단계 기준을 수립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컨트롤 타워인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전사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포스코홀딩스는 정보보호 담당임원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로 지정하고, 책임 및 의무를  
정의했습니다. 사내 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규제에 대한 의무사항을 정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물
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개인정보 항목, 목적, 이용기간, 위탁 
업체,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수정, 삭제할 권리 및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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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세금 납부

2021년 연결기준 세전이익은 9조 4,161억 원이며, 명목세액은 2조 2,202억 원, 명목세율은 23.6%입니다. 실질세액은 2조 
4,704억 원, 실질세율은 26.2%입니다. 최근 2개년의 명목세율 평균은 17.6%이며, 실질세율 평균은 30.2%로, 최근 2개년의 
평균 실질세율은 명목세율에 비해 12.6%p 높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의 변동, 비과세수익 효과, 
비공제 비용 효과, 세액공제 및 감면 효과, 미실현 손익 효과 등에 기인합니다.

FY 2021

(2,502)

(1,446)

(5)

(1,052)

FY 2021

94,161

22,202

23.6%

24,704

26.2%

Calculated Average(평균)

법인세비용

17.6%

법인세부담액

30.2%

FY 2020

(4,560)

(4,709)

194

(45)

FY 2020

20,250

2,369

11.7%

6,929

34.2%

연결 재무제표 기준

명목세액 – 실질세액

일시적 차이

이월세액공제

미실현손익

Financial Reporting

Earnings before Tax(세전이익)

Reported Taxes(명목세액)

Reported Taxes Rate(명목세율)

Cash Taxes Paid(실질세액)

Cash Tax Rate(실질세율)

(단위: 억 원)

해외 법인세 현황

국내 법인세 현황

임직원수

2,301
496
545 
566
355
286

1,782 

38
272

792
365
189  

5

496
503  

79
47

매출액
137,266

26,946
11,990 

7,152
6,407 
6,090 
4,876 

73,805
85,489
37,473
48,016
30,757
16,302
5,533
8,923

29,036
16,795 

6,742
4,030
1,469

28,945
3,426

25,520
19,123

6,303
5,967
6,853

16,133
1,270
1,134

13,729
12,055

영업이익
9,513
5,753

407
367 
335 
308
210

2,133
2,259
1,470

789
487
237
164
86

2,512
2,059

288
179
(14) 
746
533
213
420
190
161
69

234
70

137
27

2,063

법인세
651

-
20 
79
70
59
44

380
436
228
209
153

70
54
28

441
311
72
62
(5)

421
418

3
156
110
80

(33)
68

3
30
35

251

사업장명
동남아
PT. KRAKATAU POSCO
POSCO-Vietnam
POSCO Thainox
POSCO-VST
POSCO VIETNAM HOLDINGS
POSCO-TBPC
기타
중국
포스코장가항불수강
기타
일본
POSCO-JAPAN
POSCO Japan PC
기타
인도
POSCO Maharashtra
POSCO INDIA HOLDINGS
POSCO-IPPC
기타
북미
POSCAN
기타
남미
POSCO-Mexico
POSCO-MPPC
기타
유럽
POSCO-PWPC
POSCO-ITPC
기타
기타지역

주요사업

철강재 제조 및 판매
철강재 제조 및 판매
스테인리스 강판 제조 및 판매
스테인리스 강판 제조 및 판매
철강재 가공 및 판매
철강재 가공 및 판매

스테인리스 강판 제조 및 판매

철강재 무역
철강재 가공 및 판매

철강재 제조 및 판매
철강재 제조 및 판매
철강재 가공 및 판매

석탄 판매

철강재 제조 및 판매
철강재 가공 및 판매

철강재 가공 및 판매
철강재 가공 및 판매

(단위: 명, 억 원)

(단위: 명, 억 원)

사업장명
국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기타

주요사업

철강재 제조 및 판매
무역, 자원개발 등
플랜트, 인프라, 건축
음극재, 양극재, 내화물 등
 

임직원수

18,252
1,228
5,985
2,025

 

매출액
866,936
399,202
305,277

70,187
19,395
72,875

영업이익
79,480
66,496
3,656
4,102
1,206
4,020 

법인세
20,727
18,025

744
1,039

89
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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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채권 발행

그린본드 교환사채 발행
2021년 9월, 포스코홀딩스는 11억 유로의 그린본드* 교환사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포스코홀딩스가 발행한 첫 유로화  
그린본드 교환 사채입니다. 2019년 7월, 전 세계 철강회사 가운데 최초로 5억 달러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한 이래, 다수의 ESG 
전문 투자자의 관심을 이끌어내며 ESG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고효율 에너지 등 환경보존과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채권

ESG 채권 사용 실적
포스코홀딩스는 친환경 전기차 시대에 맞추어 리튬 이차전지 소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강 분야에서 확보한 기술
력과 글로벌 자동차 고객사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리튬, 양극재, 음극재 등 주요 이차전지 소재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PosLX(Posco Lithium Extraction)는 포스코 고유의 리튬 추출 기술로 염호와 광석 모두에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
다. 이를 위해 포스코홀딩스는 고품위의 염수(아르헨티나)와 광석(호주) 원료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 확보
를 위해 2021년에는 호주의 배터리용 니켈 생산 회사 지분 확보에 3,648억 원(272백만 유로)을 사용했으며, 아르헨티나의 염수 
리튬 상용화 공장 구축에 남은 조달 금액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Sustainable Financing] 2021년 9월 발행 그린본드 교환사채

ISIN

XS2376482423 
(Reg S)

만기일(만기)

1 September 
2026(5년)

통화/발행규모

1,065,900,000 
유로

주가 및 교환주식수

341,000원 
(2021.8.13 종가) 
2,932,480주

프리미엄

45%

교환대상

포스코홀딩스 
자사주

그린 적격 프로젝트 투자 계획(11억 유로)
리튬, 니켈 등 전기차 시장용 이차전지 소재 사업 투자 계획

11억 유로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상용화 공장 구축 호주 배터리 니켈 생산  
회사 지분 확보

835백만 유로 272백만 유로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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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DataESG 
Fac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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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재무정보

GRI Standards Index

TCFD Index

WEF IBC Index

검증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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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지표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보고지표

총 에너지 사용량  

직접에너지 사용량 

재생연료

천연가스(LNG) 

석탄

디젤

B-C유

등유

휘발유

경유

LPG
간접에너지 사용량  

전기(전력)

스팀
재생에너지 사용량

단위

tCO2e

tCO2e

tCO2e

단위

GJ

GJ

GJ

GJ

GJ

GJ

GJ

GJ

GJ

GJ

GJ
GJ

GJ

GJ
GJ

2020년

83,485,286  

82,510,626

974,661 

2020년

499,416,805    

486,988,514  

317,514,546

 167,522,345

1,556,105

  233,031

    93,826  

29,601

  31,867

5,523 

 1,670

12,427,613   

12,159,196  

268,417  
678 

19,813,804   

19,549,754 

264,050 
119,790 

2021년

86,255,193

 84,430,201

1,824,992 

2021년

501,889,950 

481,956,356 

327,847,399

 152,1 1 1 ,480 

1,628,242

  254,256

41,027

  38,923

  26,803

   6,025 

 2,201 

온실가스 에너지

Environmental

기타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3)2)

업스트림     원부자재 및 서비스 구매

원부자재 운송

구성원 출장

구성원 통근

다운스트림 임대 자산

투자

Factbook의 모든 환경/사회 지표는 포스코홀딩스 주요 연결 사업회사 8개사* 실적의 합계임.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tCO2e

tCO2e

tCO2e

tCO2e

tCO2e

tCO2e

tCO2e

11,951,400   

3,332,000  

903,000 

400 

6,000 

2,014,000 

5,696,000 

12,872,905

3,422,572  

1,605,907

174

9,374

2,087,193 

5,747,685 

1)온실가스별 배출량 및 총 배출량과 사업장별 배출량 합계 차이 있음(사업장 단위 절사 배출량을 업체 단위로 합함)
2)포스코 단독

탄소배출량(Scope 1&2) 비중 (단위: 백만 tCO2e, 2021년) (단위: TG, 2021년)총 에너지 사용량 비중

포스코(380,053)  
75.7%

포스코에너지(5.1)
6.0%

포스코에너지(101,948)  
20.3%

포스코케미칼(2.4)
2.8%

포스코케미칼(16,096) 
3.2%

기타 사업회사(0.2)
  0.2%

기타 사업회사(3,793)
  0.8%

포스코(78.5)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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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수자원3)

보고지표

총 용수 취수량  

도시 상수도 

우수 및 중수도 

시하수 재처리수 

해수담수화 용수 

지표수(천, 댐) 

지하수 

하수재이용수 

단위

ton

ton

ton

ton

ton

ton

ton

ton

2020년

170,331,506 

31,470,465 

14,201

28,619,07 1   

7,730,122   

95,069,859 

6,814,563 

613,225 

2021년

178,367,723

32,126,379

10,529

29,413,861

7,390,041

102,377,650

6,404,852

644,4 1 1

총 용수 사용량  

총 용수 방류량1)   

용수 재활용량  

ton

ton

ton

66,966, 187  

103,365,319 

51,206,671 

71,154,413

107,213,310

48,272,120

수질과 관련된 허가, 표준, 규제의 위반 건수 및 폐수 
관련 사고 건수

총 용수 취수량 중 ‘High’, ‘Extremely High’인 
지역에서의 취수 비중

건 

% 

1 
 

0 

32)  
 

0 

부산물

대기3)

보고지표

총 폐기물 발생량

일반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처리량

매립 처리량

소각 처리량

기타 처리량

단위

ton

ton

ton

ton

ton

ton

2020년

22,947,526 

22,217,046  

21,915, 1 18 

246,007 

55,575 

346 

2021년

23,181,171

22,076,148

21,791,162

233,866

50,792

328 
지정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 처리량

소각 처리량

매립 처리량

기타 처리량
건설 폐기물 발생량 

ton

ton

ton

ton

ton
ton

95,809 

81,398 

11,043 

2,732 

635 
634,671 

97,987  

78,385 

11,867 

7,263 

471 
1,007,035 

보고지표 단위 2020년 2021년

NOx 배출량

SOx 배출량

Dust 배출량

ton

ton

ton

42,318

24,970

306

37,395

25,541

268

Factbook의 모든 환경/사회 지표는 포스코홀딩스 주요 연결 사업회사 8개사* 실적의 합계임.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회사명

포스코케미칼
(2건) 
 

포스코스틸리온 
(1건)

위반내용

·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위반)

·  pH 배출허용기준 초과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위반)

·  컬러공장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물환경보전법」제 33조 제2항 위반)

개선조치

·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행 
(비소,크롬,안티몬 등 추가)

·  운전시스템 개선, 실시간 기준 초과시 SMS 발송 
및 근무자 교육 

·  폐수배출량 증가로 종 변경(3종 → 2종) 
신고 완료

2)
1)방류량 = 취수량 - 사용량

3)보고서 발간(2022.8.31) 이후 업데이트 됨(2022.9.26)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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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직원

보고지표

임직원 수  

임원 수

남성

여성

여성임원 비율

직원 수 

남성

여성

여성직원 비율

단위

명

명

명

명

%

명

명

명

%

2020년

30,570 

197 

190 

7

3.6 

30,373

28,038 

2,335 

7.7

2021년

31,333 

198 

192 

6

3.0

31,135

28,517 

2,618 

8.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  

남성 

여성 
기간제 근로자 수 

남성 

여성 
관리직 수1)

남성 

여성 

여성관리자 비율
장애인 직원수  

외국인 직원수

신규 채용 인원

남성

여성

여성비율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명

명

명

명

명

%

27,994 

26,090 

1,904 

2,379 

1,948 

431 

5,303  

5,232 

71  

1.3

565 

17 

2,371   

1,994 

377 

15.9

27,723 

25,691 

2,032 

보고지표
이직자 수2)

자발적 이직자 수

비자발적 이직자 수 

단위
명

명

명

2020년
1,236  

399 

837 

2021년
1,668

694

974

이직율   

자발적 이직율

비자발적 이직율

%

%

%

4.0  

1.3

2.7

5.3 

2.2

3.1

3,413

2,827

586

5,454  

5,362 

92  

1.7

586 

20 

3,671

3,128

543

14.8

1)관리직이란 급여에서 직책자/관리자 수당을 받는 리더급 이상의 관리자를 말함

보고지표 단위 2020년 2021년

총 교육시간

인당 교육시간

총 교육비용

인당 교육비용

시간

시간/명

백만 원

백만 원

2,071,349

67.8 

28,563

0.9 

1,930,371 

61.6

34,829 

1.1 

보고지표 단위 2020년 2021년

기부금 총액

자원봉사 참여 시간

억 원

시간

257 

492,649

812

426,196 

보고지표 단위 2020년 2021년

정보보안교육 이수자 수            정규직

               계약직

명

명

27,352 

2,191

26,209

2,204 

보고지표 단위 2020년 2021년

파업으로 인한 작업 중단 횟수 회 0 0 

교육

노사

지역사회

정보보안

Factbook의 모든 환경/사회 지표는 포스코홀딩스 주요 연결 사업회사 8개사* 실적의 합계임.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2)정규직 기준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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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회사 사업장이 위치한 대한민국 재해관리 기준을 따름

Social

안전

보고지표

사망자 수

임직원

협력사

단위

명

명

명

2020년

7 

2 

5 

2021년

31)

0 

3 

재해자 수

임직원

협력사

재해 건수

임직원

협력사

LTIFR2)

임직원

협력사

TRIFR2)

임직원

협력사
TRIR2)

임직원

협력사
아차사고건수  

임직원

협력사

명

명

명

건

건

건

백만 시간당

백만 시간당

백만 시간당

백만 시간당

백만 시간당

백만 시간당
20만 시간당

20만 시간당

20만 시간당
건

건

건

78

19 

59

79   

19 

60 

0.47   

0.27 

0.59 

0.84   

0.47 

1.06 

0.17    

0.09 

0.21 

6,940   

6,343 

597 

92   

12 

80 

93   

12 

81 

0.56

0.17

0.81

0.93

0.39

1.27

0.19

0.08

0.25

6,152    

5,605 

549 

Factbook의 모든 환경/사회 지표는 포스코홀딩스 주요 연결 사업회사 8개사* 실적의 합계임.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발생일시 회사명

2021.2.8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사고 정보

협력사 직원 1명 
 

협력사 직원 1명 
 
 
 

협력사 직원 1명 
 
 

사고원인 및 개선 조치

항만 원료이송설비 정비 작업 중 인근 운전 하역기에 협착 
→  작업 전 포스코 직원의 안전관리 확인 절차 신설, 정비 작업 시 

전원차단 기준 재정립 및 현장 안전교육/Audit

타워크레인 상부 작업 후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실족, 추락 
(안전벨트 착용했으나, 벨트고리 미체결) 
→  스마트안전 벨트* 착용 의무화, 안전블록(와이어 고정장치) 

및 안전 난간대 설치 등 
*안전고리 미체결 시 경보음 발생 및 관리자에게 통보

부속 교체 작업 위한 볼트 해체 중 측면 구동중이던 설비에 협착 
(4인 1조 작업 중이었으나, 재해자 혼자 반대편 작업하다 사고) 
→  측면 구동설비 방호장치 설치, 안전지킴이 상시 배치 및 안전 

관리자 점검 강화

사망사고 내역

인증

주요 인증 취득률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률

대상 사업장 수3)

취득 사업장 수4)

단위

%

개

개

2022년 8월 현재

95.8 

24

23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률

대상 사업장 수3)

취득 사업장 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or IATF 16949) 인증률

대상 사업장 수5)

취득 사업장 수

%

개

개

%

개

개

100

24

24

100 

21

21

3)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요 글로벌 사업장 전체
    (대한민국)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포스코엠텍, 포스코O&M, PNR
    (해외) POSCO ASSAN TST/터키, POSCO TCS,POSCO Thainox/태국, POSCO Vietnam, PY VINA, POSCO VST/

베트남, PT.KP/인도네시아, POSCO Maharashtra/인도, POSCO Malaysia/말레이시아, POSCO Mexico/멕시코, 
POSCO (Zhangjiagang) Stainless Steel, Qingdao, POSCO Stainless Steel/중국

4)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PNR은 KOSHA 인증
5)생산제품이 없는 다음 3개사는 대상에서 제외: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플로우, 포스코 O&M

1)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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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지표

이사회 규모

사내이사 수

사외이사 수

기타 비사내이사 수

남성 이사수

여성 이사수

이사회 평균 참석률
이사 평균 재임기간  

단위

명

명

명

명

2020년

12

5

7

-

2021년

12

5

7

-

이사회 구성

Governance

이사회 운영

윤리/반부패

명

명

%
년

12

0

98

3.8

11

1

100

3.4

보고지표 단위 2020년 2021년

성과평가

CEO 보상급 최장기 성과평가 기간

보상

최고 연봉자 급여

직원 급여 평균값(등기임원 제외)

최고 연봉자 급여 / 직원 급여 평균값

주식보유

기본급 대비 사내이사 주식 보유 평균 비율

정부기관 5% 이상 주식보유 비율

창립자 및 가족 5% 이상 주식보유 비율

1)2020년 일시 지급한 3년치 장기인센티브(2017~2019년 해당분) 포함 
 

년

년

백만 원

백만 원

백만 원

배

%

%

%

%

3

3

1,9271)

1,9271)

98

19.7

0.46

0.66

11.75

해당사항 없음

3

3

1,829

1,829

109

16.8

0.46

0.60

9.25

해당사항 없음

임원 보상급 최장기 성과평가 기간

기본급 대비 CEO 주식 보유 비율

CEO 연봉

신고시스템을 통한 접수된 윤리/반부패 신고 총 건수

총 건수 중 익명인 건수

총 건수 중 상담 건수

총 건수 중 조치 결과가 있는 건수

건

건

건

건

887

243

247

163

872

165

237

150

Factbook 거버넌스 지표 중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포스코홀딩스 단독이며, 윤리/반부패 성과는 주요 연결 사업회사 8개사*의 합계임.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보고지표 단위 2020년 2021년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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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

Financial Performance (연결, 단위: 십억 원)

구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지배주주지분순이익

2020
 57,793 

 4,720 

 2,403 

 1,788 

 1,602 

2021
 76,332 

 11,881 

 9,238 

 7,196 

 6,617 

주요 회사 재무현황(2021년)* (별도, 단위: 십억 원)

구분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ICT
포스코엠텍
포스코스틸리온 
(구.포스코강판)

지분율
-

62.9%
52.8%

89.02%
59.7%
65.4%
48.9%
56.9% 

자산
64,243 
9,145 
6,635 
3,935 
3,761 

628 
156 
567 

 

부채
 15,207 
 6,002 
 3,521 
 2,476 
 1,430 

 275 
 52 

 251 
 

자본
 49,035 

 3,143 
 3,114 
 1,459 
 2,331 

 354 
 105 
 316 

 

매출액
 39,920 
 30,528 

 7,019 
 1,896 
 1,940 

 839 
 324 

 1,329  

당기손익
 5,181 

 201 
 245 
 173 
 119 
(16)
 13 
 96  

(연결, 단위: 십억 원)

사업부문별 매출현황 

 

열연
냉연
스테인레스
기타제품
합계(내부거래제거 후)
무역
건설
전력판매 등
기타
합계(내부거래제거 후)
이차전지소재 등
기타
합계(내부거래제거 후)
기타
합계(내부거래제거 후)

2020
 7,703 

 13,968 
 9,589 

 12,999 
 28,893 
 32,292 
 7,610 
 1,595 

 974 
 27,661 
 1,614 

 - 
 772 

 1,406 
 467

 57,793  

2021
 12,530 
19,929
 12,243 
 18,847 
 41,093 
 45,290 
 7,413 
 2,042 

 872 
 33,524 
 2,083 

 6
 1,242 
 1,784 

 473
 76,332  

철강부문 
(53.8%, 2021년 기준)

친환경인프라부문 
(43.9%, 2021년 기준)

친환경미래소재부문 
(1.6%, 2021년 기준)

기타부문 
(0.6%, 2021년기준)

합계

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79,087 

 35,831 

 43,256 

 31,412 

 16,855 

 14,557 

 47,675 

 91,472 

 46,622 

 44,850 

 36,667 

 21,084 

 15,583 

 54,805 

*2022년 3월 사업보고서 공시기준으로 2022년 3월 포스코홀딩스 물적분할 전 정보임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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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주제

조직 프로필

전략

윤리 및 청렴성

주제

지배구조

번호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2-10

102-11

102-12

102-13

102-14

102-15

102-16

102-17

번호

102-18

102-19

102-20

102-21

102-22

102-23

102-24

102-25

102-26

102-27

102-28

102-29

102-30

102-31

102-32

102-33

102-34

102-35

102-36

지표

조직 명칭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본사의 위치

사업장의 위치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대상 시장

조직의 규모

임직원 등에 대한 정보

공급망

조직과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예방적 원칙 또는 접근 방법

외부 이니셔티브 참여/지지

주요 협회 멤버십 현황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성명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

핵심가치, 행동 강령 및 원칙

윤리에 대한 자문 메커니즘

지표

조직의 지배구조

위임 권한

경제, 환경, 사회 토픽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제, 환경, 사회 토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협의

이사회 내 기구 및 위원회 구성

이사회 의장

이사회 추천 및 선정

이해상충

조직의 목적, 가치, 전략 수립 시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의 집단 지식, 역량

이사회 성과 평가

이사회의 경제, 환경, 사회 영향 파악 및 관리

리스크 관리 절차의 효과성

경제, 환경, 사회 토픽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

주요 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주요 논의 사항 건수 및 특성

보수 정책

보수 결정 절차

포스코홀딩스 대응 현황

p7~15

p7~15

p2

p7~15

p20~21

p7~15

p99, p102

p99

p67~70

p20~21

p38, p57, p65, p70, p74, p85, p92

p33, p42, p53, p64, p72

p7, p53, p72

p6

p34~35, p36~38

p3

p76

포스코홀딩스 대응 현황

p20, p80~84

p36~38, p84

p36~38, p84

p36~38, p84

p80~84

p80

p81, p83

p81

p36~38, p84

p82

p84

p36~38, p84

p36~38

p36~38, p84

p36~38, p84

p36~38, p84

p83

p84

p84, p89

GRI 102: 일반공개 GRI 102: 일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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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주제

이해관계자 참여

보고 관행

주제번호

102-40

102-41

102-42

102-43

102-44

102-45

102-46

102-47

102-48

102-49

102-50

102-51

102-52

102-53

102-54

102-55

102-56

103-1

103-2

103-3

번호

201-1

201-2

203-1

203-2

205-1

205-2

205-3

207-1

207-4

지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단체 협약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

이해관계자에 의해 제기된 중요 토픽 및 우려사항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법인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중요 토픽의 목록

정보의 재기술

보고방식의 변화

보고 기간

최근 보고서 발간년도

보고주기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GRI Standards 적용 옵션

GRI Content Index

외부 검증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경영방침 및 구성

경영방침 평가

지표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 & 배분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제공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부패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한 사업장

반부패 정책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및 훈련 절차

확인된 부패사건과 이에 대한 조치

세금에 대한 접근방식

국가별 보고

포스코홀딩스 대응 현황

p30

p90

p30

p30~32

p30~32

p102

p33

p33

해당사항 없음

p2

p2

2021년 6월

매년

p2

p2

p103~107

p108

p33

p34~35

p34~35

포스코홀딩스 대응 현황

p78, p93, p101

p41~45

p26~28

p16~18, p22~23, p45

p74~75

p71~75, p101

p74, p101

p93

p93

GRI 102: 일반공개

GRI 103: 경영접근방식공개  

GRI 201: 경제성과   

GRI 203: 간접 경제적 영향   

GRI 205: 반부패

GRI 207: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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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

GRI Standards Index

번호

301-2

302-1

302-4

302-5

303-1

303-2

303-3

303-4

303-5

304-1 

304-2

304-3

304-4 
 

번호

305-1

305-2

305-3

305-5

305-7

306-2

306-3

306-4

306-5

307-1

308-1

308-2

지표

사용된 원료 중 재생 원료의 투입

조직 내 에너지 소비

에너지 소비 절감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요구량 감축

공유 자원으로서 용수의 상호작용

용수 배출 관련 영향 관리

취수

폐수 배출

용수 소비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지정 멸종위기 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종

지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그리고 다른 주요 대기 배출물

폐기물로 인한 중대한 영향의 관리

폐기물 발생

폐기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폐기 처리된 폐기물

환경 법규 위반

환경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공급망 내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포스코홀딩스 대응 현황

p85~86

p97

p46, p49~52

p46, p49~52

p87

p87

p98

p87, p98

p87, p98

p53~55 

p53~55

p53~55

p53~55 
 

포스코홀딩스 대응 현황

p97

p97

p42, p97

p41~48

p85~86, 98

p85

p85, p98

p98

p98

p98

p68, p86

p68, p86

GRI 301: 원재료 GRI 305: 배출

GRI 302: 에너지

GRI 306: 폐기물GRI 303: 용수 및 폐수

GRI 304: 생물다양성

GRI 307: 환경적 컴플라이언스

GRI 308: 공급업체 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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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주제

 

 

GRI Standards Index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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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2

405-1

405-2

406-1

번호

408-1

409-1

410-1

412-1

412-2

412-3

413-1 

413-2 

414-1

414-2

416-1

지표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상근직 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육아휴직

산업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위험성 파악, 리스크 평가, 사고 조사

산업보건 서비스

산업안전보건 관련 임직원 참여 및 소통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근로자 건강 증진

비즈니스 관련 안전보건 간접 영향에 대한 경감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적용 범위

업무 관련 산업재해

1인당 교육 시간

직원 역량 향상 및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지원 프로그램

이사회 및 구성원의 다양성

남녀 기본급 및 보수의 비율

차별 사건과 시정 조치

지표

아동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

강제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장 또는 공급업체

인권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해 훈련받은 보안인력

인권관련 점검 및 평가를 받은 사업장

인권 정책 또는 절차에 대해 교육 받은 임직원

인권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받는 주요 투자계약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장

지역사회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거나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사회 부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신규 공급업체

공급망 내 부정적 사회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보건 영향 평가

포스코홀딩스 대응 현황

p99

p90

p90

p58, p61, p100

p60

p28, p56~61

p56~57

p59

p57~58

p57~58

p58, p61

p100

p99

p88~89

p83, p90, p99, p101

p89

p101

포스코홀딩스 대응 현황

p63, p69

p63, p69

p63, p69

p65

p63, p73

p38

p25, p29, p47, p53~55, p91 

p53 

p68

p68

p100

GRI 401: 고용 GRI 408: 아동노동

GRI 403: 산업 보건 및 안전

GRI 409: 강제노동

GRI 410: 보안관행

GRI 412: 인권평가

GRI 404: 훈련 및 교육

GRI 413: 지역사회

GRI 406: 차별금지

GRI 405: 다양성 및 기회균등   

GRI 414: 공급업체 사회 영향 평가

GRI 416: 고객 보건 및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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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FD Index

구분

지배구조

전략

 

 

위험 관리

 

지표 및 
감축목표 
 
 

 

지표

a)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설명

b)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 설명

a)조직이 단기, 중기 및 장기에 걸쳐 확인한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설명

b)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설명

c) 2℃ 이하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경영전략의 유연성을 설명

a)기후 변화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b)기후 변화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프로세스 설명

c)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조직의 전반적인  
위험 관리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설명

a) 조직이 전략 및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기후 변화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 공개

b) Scope 1, Scope 2,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Scope 3 온실가스(GHG) 배출량 및 
관련 위험 공개

c)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 기회 및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대상 설명

포스코홀딩스 대응 현황

p36~38, p40, p84

p36~38, p40, p84

p41~45

p41~45 

p41~45 

p36~38, p40

p36~38, p40

p36~38, p40 

p97~98 

p35, p42, p97 

p41~45, p97 

WEF IBC Index

구분

지배구조 원칙

지구

사람

번영

주제

기업 목적

지배구조 질

이해관계자 참여

윤리적 운영

리스크 및 기회 분석

기후변화

생태계 훼손

담수 가용성

존엄성 및 평등

보건 및 웰빙

미래 역량 개발

경제가치 창출 및 고용

제품 및 서비스 혁신

지역사회 및 사회 활력

 

지표

목적 정의

이사회 구성

중요 이슈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반부패

윤리 권고사항 이행 및 보고체계

리스크 및 기회 분석의 경영체계 통합

온실가스 배출

TCFD 연계 보고

토지사용 및 생태민감도

수자원 민감지역 담수 사용

평등 급여

다양성 및 포용성

임금 비율

아동, 강제노동 리스크

안전보건

교육시간

일자리 창출

경제 기여

투자 기여

R&D 비용 비율

지역사회 투자

국가별 보고

포스코홀딩스 대응 현황

p3, p6, p19, p34

p80~84

p30~33

p71~76, p101

p71, p84

p36~38

p35, p97

p107

p53~54

p87, p98

p89, p90

p90, p99

p90, p101

p62~70

p100

p88~89, p99

p90, p99

p78, p91, p93, p99, p101, p102

p78, p102

2021년 사업보고서 p63

p91, p99

p93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POSCO HOLDINGS 
SUSTAINABILITY 
REPORT 2021

PART 1

Overview

Real-Value Story

ESG Framework

Part 2

ESG Performance

10대 ESG 이슈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그 외 이슈

Part 3

ESG Factbook

Reporting Index

ESG 정책집

108

기업시민보고서에 대한 독립된 인증보고서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 경영진 귀중

삼일회계법인은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이하,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 
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회사의 기업시민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하여 제한적  
확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인증대상 정보
보고서에 포함된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ESG Factbook 97~101페이지에 수록한 비재무정보
･   103~106페이지에 수록한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Standards 

Index에 포함된 정보

우리의 인증업무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것이며 그  
이전기간 및 보고서에 포함된 상기 외 정보에 대한 인증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이에 대한 어떠한 결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준거기준
인증대상 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회사가 사용한 기준은 GRI Standards(Core 
option 적용)입니다.

인증대상 정보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는 준거기준에 따라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인증
대상 지속가능성 정보를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이 작성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설계, 운영 및 유지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인증업무의 고유한계
비재무정보를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측정치와 측정방법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기업들 간의 비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증인의 독립성과 품질관리
우리는 성실, 공정,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 비밀 유지 및 전문가적 품위의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둔 인증업무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 
했습니다.
인증인은 국제품질관리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Control)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 요구 사항, 전문직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 준수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문서화를 포함하여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인증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절차와 우리가 입수한 증거를 근거로 식별된 지속 
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한적 확신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IAASB1) 가 제정한 
ISAE 30002)에 따라 제한적 확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인증대상 지
속가능성 정보에 중대한 왜곡 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제한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
도록 인증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
2)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3000 (Revised),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

･   중요이슈에 대한 관리접근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내부보고 및 데이터 집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자 인터뷰

･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관리하고 보고하는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이해
･   위험평가 프로세스의 결과, 지속가능성 정보 관련 정책 및 기준, 중대성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 등과 관련된 문서 검토
･  질문과 분석적 검토를 기본으로 인증대상 데이터에 대한 제한된 검증 수행

제한적 확신 업무에서 수행되는 인증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합리적 확신  
업무보다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의 
인증대상 정보가 준거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합리
적인 확신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인증인의 의견
우리의 인증절차 수행 결과, 보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사가 사용한 준거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용제한
본 보고서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회사의 
경영진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및 경영진 이외의 제 3자의 사용에 
대하여 당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확신 업무에는 회사가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기준의 적합성 평가, 부정 또는 오류로 인한 인증대상 지속가능성 정보의  
중대한 왜곡 표시에 대한 위험 평가, 위험에 대응, 인증대상 지속가능 성 정보의  
전반적인 공시를 평가합니다. 제한된 확신 업무는 내부 통제에 대한 이해를 포함
하여 위험 평가 절차와 평가된 위험에 대응하여 수행된 절차의 범위가 합리적인 
확신 업무보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수행한 절차는 우리의 전문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질문, 수행 된 
프로세스 관찰, 문서 검토, 분석적 절차, 정량화 방법 및 보고 정책의 적합 성 평가,  
기초 정보 간 비교 및 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윤 훈 수2022년 8월 31일

이 인증보고서는 인증보고서일(2022년 8월 31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증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회사
의 보고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인증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posco-inc.com:4453/resource/dn/esg/POSCOHOLDINGS_policybook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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