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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배당및자기주식소각

POSCO International과 POSCO Energy 합병결의



본자료는당사및해당산업의사업및재무현황과결과에대한예측정보를포함하고있습니다. 

본자료에포함되어있는예측정보는과거가아닌미래의사건에관계된정황과결과로 불확실성과리스크를

내포한의견과예측입니다. 이에경영환경, 사업여건등의변화및위험으로인하여본자료의내용과회사의

실제영업실적결과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투자자들의투자판단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이며, 당사는명시적/암묵적으로 본자료와해당

내용의정확성이나완성도에대하여어떠한보증을제공하거나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Disclaimer



2분기 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 발표

○ ’20년 이후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누계 3.1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시행

- ’20~’22.1H 조정 후 지배지분 연결순이익의 25%를 배당 및 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함

0.6조원

1.3조원

(’20년)         (’21년)  (’22.상반기)

배당지급액

자기주식소각액

0.6조원

○ ‘22.2분기 배당금 4,000원/주 지급 (분기 배당 총액 3,034억원)     

○ 발행주식의 3% 자기주식 소각

- 소각주식수 : 2,615,605주 (8.11. 종가기준 6,722억원 상당 / 장부가 기준 5,675억원)  

0.6조원

구분
’20년 ’21년 ’22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주당배당금(원/주) 1,500 500 1,500 4,500 3,000 4,000 5,000 5,000 4,000 4,000

총배당금(억원) 1,202 399 1,177 3,426 2,269 3,025 3,781 3,781 3,034 3,034



포스코인터내셔널/에너지 합병

합병 개요

구분

발행주식수 123,375,149 주 45,194,806 주 175,922,788주

주요주주 포스코홀딩스 62.9% 포스코홀딩스 89.0% 포스코홀딩스 70.7%

합병 방식

합병 비율

•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합병신주를발행하여포스코에너지㈜기존주식과교환하는방식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포스코에너지㈜를흡수합병

- 존속회사 : ㈜포스코인터내셔널

- 소멸회사 :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에너지㈜보통주식 1주당㈜포스코인터내셔널 1.1626920 주를배정, 

합병후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지분율은 62.9%에서 70.7%로 상승

- 주당 합병가액 ㈜포스코인터내셔널 27,801원, 포스코에너지㈜ 32,324원에 따른 합병비율 1 : 1.1626920

주주 변동

향후㈜포스코인터내셔널이그룹에너지사업의중심이되어, LNG Value Chain 완성및성장성강화



포스코인터내셔널/에너지 합병

합병 배경

LNG 수요 성장
대응력 강화

그룹 LNG사업
운영주체 통합

• 글로벌 LNG 수요증가대비한그룹사업역량집중

친환경에너지
사업 가속화

361백만톤

’20년

777백만톤

’50년

+416

*(IHS Markit, ’21년)

- 전력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성장으로 가교 에너지인 LNG는 연평균 2.6% 성장

- 2050년 수요 증가량 416백만톤 중 아시아 지역에 75% 집중 (311백만톤) 

• 그룹 LNG 사업은 Upstream 중심의포스코인터내셔널, Downstream 중심의포스코에너지로이원화되어운영중

• LNG 트레이딩, 벙커링, 해외 IPP, 신재생에너지, 수소등중복된사업영역존재

그룹 관점의 LNG Value Chain 완성으로 전후방 사업 시너지 제고, 중복기능 일원화 필요

• 수소환원제철전환및중장기재생에너지대응

‘21 ‘26 ‘30

암모니아
저장탱크

풍 력

재생 E

-

51만㎘
(10기)

0.1
0.7

2.4GW

10만㎘
(2기)

태양광

- 국내 수소공급을 위한 단계적 암모니아 저장 Infra 구축

- 그룹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혼소 및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LNG Value Chain 완성을 통한 업역간 시너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포스코인터내셔널/에너지 합병

기대 효과

LNG사업의 통합 및 확장을 통한 수익성 강화와 그룹 시너지 창출

【 LNG사업 Value Chain 】

Midstream DownstreamUpstream

수입 터미널

LNG발전

벙커링 등

LNG선박
시운전

가스전 수출터미널 LNG운송선 트레이딩

• Senex 증산

•신규 탐사자산 개발

•인프라자산 확보로 V/C 강화

- 수출터미널, 전용선 등

• LNG 수입터미널

용량 증설

•원료 경쟁력 확보

•발전Portfolio 다각화

•신규사업 진출

- 벙커링, SSLNG주1) 外

• LNG 인프라(저장설비)

연계사업 확대

• Captive 물량 기반

LNG 거래량 확대

【LNG Midstream 확대】

주1) SSLNG(Small Scale LNG) : 천연가스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도서 · 산간지역에 전용 트럭 등을 이용하여 중소규모 LNG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