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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자료는당사및해당산업의사업및재무현황과결과에대한예측정보를포함하고있습니다. 

본자료에포함되어있는예측정보는과거가아닌미래의사건에관계된정황과결과로 불확실성과리스크를내포한

의견과예측입니다. 이에경영환경, 사업여건등의변화및위험으로인하여본자료의내용과회사의실제영업실적

결과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투자자들의투자판단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이며, 당사는명시적/암묵적으로본자료와해당내용의

정확성이나완성도에대하여어떠한보증을제공하거나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주요 경영 활동

- 기업시민이자 글로벌 리딩 철강사로서, 산업계 차원의
책임있는 기후행동 선도

- 도전적 목표 설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 할 수 있는
모멘텀 확보하며 철강업 저탄소 이행 혁신 촉진

2050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 기후 정보공개 및 저탄소 전략 고도화

· 기후 리더십 통해 국내외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 ‘Process, Product, Partership’ 기반 저탄소 전략으로
‘기후 탄력적(climate-resilient)‘ 비즈니스 모델 확립 추구

-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강화

· 국내 최초 TCFD 권고안 기반 ‘기후행동보고서’ 발간

Green Product

Green Partnership

단기(2030) 중기(2040) 장기(2050)

Carbon 
Neutral

Green Process

· 선제적 탈탄소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

- 탄소규제 강화, ESG 투자 확대, 저탄소 산업 생태계 확대
속 철강의 탈탄소화는 불가피한 도전

- 선제적인 탄소감축 노력으로 저탄소 순환경제 시대에
‘더 큰 기업가치‘ 창출 기반으로 활용

· 대형 고로 기반 亞 철강사 최초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 저탄소 철강 생산공정 개발

· 친환경 시장용 제품 공급 확대

· 기후 이니셔티브 적극 동참

· 단계별 CO2 감축 목표
· CO2 감축 이행 전략
· ‘well-below 2℃’ 시나리오 분석
* IEA 2SDS 적용

[ 주요 내용 ]

【탄소감축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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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영 활동

- 현 생산체제 下 점진적 감축 → 수소 기반 제철공정 전환
(Carbon Lean 1단계) 스마트화로 효율 극대화
- AI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원료믹스 최적화
(Carbon Lean 2단계) Bridge Technologies 
- 스크랩 사용 증대, 수소환원 부분 적용, 탄소포집활용저장
(CCUS) 기술 적용 확대

(탄소중립)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기술 HyREX 상용화
-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탄소중립 실현

Green Process Green Product

· 탄소감축 혁신 기술 단계적 적용 및 확대 · 저탄소 산업 생태계 촉진에 필요한 철강/소재 확대
(철강) 경량화, 에너지효율 개선에 뛰어난 고성능 제품 확대
- 고장력강판 GIGA STEEL, 고효율 전기강판 Hyper-NO,
고내식강판 PosMAC 등 WTP 제품 생산 및 공급 확대
* 모빌리티(EV), 재생에너지, 친환경선박(LNG선)집중 지원

(이차전지) 리튬, 양극재, 음극재 일괄공급 체제 구축
- 2030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 매출액 연 23조원 목표
* 리튬 22만톤, 양극재40만톤, 음극재26만톤생산체제

스마트화
수소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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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백만톤)

【2050 탄소중립 달성 경로】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및 파트너십 강화
(소통) 투명한 정보공개 기반 이해관계자의 신뢰도 향상
- CDP, TCFD 등 글로벌 기후정보 공개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

Green Partnership

(파트너십) 저탄소 산업 생태계 촉진 위한 공동협력 주도
- 국내외 정부, 산업계 전반에 걸친 파트너십 구축하여
수소, CCUS 등 혁신적인 탈탄소 기술 개발 가속화

- 고객사/공급사와 밸류체인 내 탄소저감 프로그램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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