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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1월 제철설비 정비 2개사를 통합하여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출범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책임 국제표준(ISO 26000)의 

이행을 위하여 회사 창립이래 첫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보고서의 특징

포스코플랜텍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1년 주기 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ISO 26000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사회적책임관련 7대  

핵심주제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보고기간, 범위 및 경계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성과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경영상 

중요한 활동의 경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활동성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범위 및 경계는 포스코플랜텍 본사 및 국내 · 외 사업장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

작성기준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국제기준인 

G3.1을 적용하였습니다. G3.1은 2011년 상반기에 새로이 발표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에 대한 최신 국제가이드라인으로 기존의 G3에 비해 인권분야가 한층 강화 

되었습니다. 

경제성과 데이터는 2010년도 까지는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기초로 산출되었으며, 

2011년 데이터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적용되었습니다. 환경 및 사회성과는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검증

보고서는 ISO 26000, GRI G3.1 및 AA1000AS 2008 검증표준을 적용하였으며,  

제3자 검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의 검증을 통하여 GRI Guideline 적용수준 ‘A+’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서 추가정보

보고서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간되었으며  포스코플랜텍  홈페이지  

(http://www.poscoplantec.c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및 대내외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경영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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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은 당사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 

하고자 하며,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 또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플랜텍 ISO26000추진반

전화 : 054-279-7451   팩스 : 054-279-7999   이메일 : bluebreath@poscoplant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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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같이하는 행복! 

Challenge! Change! Create!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Great Partner 
         in Plant World

포스코플랜텍은 Great Partner in Plant World의 비전을 가진 최고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로의 성장을 지향하며, 최상의 엔지니어링 품질 및 서비스를 통해 고객행복과 

지속가능성 가치창출 극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1982년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인 포스코의 자회사로 창립한 이래 제철설비 정비를 통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0년 1월 포철산기와 포철기연이 합병하여 새롭게 출범한 엔지니어링 전문회사입니다. 그 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설계에서부터 조달, 제작, 시공에 이르기까지 Total Engineering Process를 구축하여 철강설비, 

산업설비, 물류설비, 기계제작 사업을 비롯하여 녹색성장 사업과 발전설비 분야로도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Great Partner in Plant World’라는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사랑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경영활동에 접목시킴으로써 직원들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을 Global Standard 

수준으로 확립해 나가고자 2011년 5월에 ISO26000추진반을 신설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구성원들의 

사회적책임 역량 향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기획그룹, 인재창조그룹, HRC그룹, 환경안전그룹, 정도경영실, 동반성장그룹, HS그룹 등의 부서를 통하여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인 조직 Governance,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을 

포스코플랜텍의 경영환경에 맞게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스코플랜텍의 지속가능성은 최고의 엔지니어링 품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믿습니다.

탁월한 기술력, 우수한 인재, 동반성장을 통한 파트너사와의 상생으로 고객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전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받아들여 태양광 및 풍력 등 그린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녹색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는 원가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사랑받는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 2010년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고 

첫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 보고서가 고객, 지역사회, 주주, 임직원 등 포스코플랜텍의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CEO MESSAGE

2011년 10월

주식회사  포스코플랜텍

사장  조창환

포스코플랜텍 

지속가능경영 도입

고객의 지속가능성

가치 극대화에 기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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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ISO 26000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을 처음 도입하였고, ISO 26000의 사회책임통합 프로세스와 7대 핵심주제인  

조직 Governance,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다양한 성과를 창출 및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 지속가능성 주요성과

환경

이탈리아 시실리아  

태양광 발전소 착공

(2010. 9)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취득 

(2010. 11)    

Green Start 운동 전개로 온실가스 및 폐기물

5% 감축목표 선언 및 실천   

(2010. 3) 

경제성과

환경성과

사회적책임 통합 프로세스

경제

조직 Governance

인권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참여와 발전

ISO26000추진반 설치로 지속가능경영 정착 기반마련 

(2011. 5)

이사회 의사결정에 CSR 중요성 강화 

(2011. 5)

동반성장/혁신지원단 출범

(2010. 11)

초일류 품질지향을 위한 품질경영 선포 

(2010. 12)

차별금지(정규직/비정규직, 남성직원/여성직원, 장애인/비장애인의 임금, 보상,  

승진, 복리후생 등 제반처우)

(2011. 5)

여성 신입사원 채용  

점진적 확대

(2011. 5)

전사 벽 허물기 워크숍을 통한  

임직원 소통강화 

(2010. 7)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시와 음악이 있는 어울림 콘서트” 개최

(2010. 6) 

인간존중을 위한  

『안전재해 제로화』 선포

(2011. 2)

동티모르 현지에 사랑의 옷 

 8,200여점 전달

(2010. 3) 

노경협의회 첫 여성근로자 위원 당선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의 계기 마련

(2010. 10)   

1사 1산 가꾸기로 운제산 정화 및  서식지

복원 봉사활동 추진 

(2010. 3)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우수』기업 선정  

(2010. 6)   

포스코플랜텍 기술연구소 설립 

(2010. 12)

사회성과

원료처리시스템 (MHS) 30% 생산성 향상

목표 달성을 위한 을 위한 Mega-Y 킥오프 개최

(2011. 3)

포항 신항만 제2산업단지 내 

2만평 규모의 가공제작공장 착공식 

(2011. 3)

수하물처리시스템, 인천국제공항 6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 선정에 기여

(2011. 2)

사회적

책임성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CSR/지속가능경영
3대 관점

*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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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포스코플랜텍은 1982년 제철정비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0년 1월 포철산기와 포철기연이 합병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사입니다.

포스코플랜텍은 기술과 품질향상을 통해 엔지니어링, 설비제작, 시공 등 E.P.C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켜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로 풍요롭고 아름답게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도               조직은 2011년 6월 30일 현재, 7본부 1소 2지사 2사무소 19실 2부 12그룹 7반 11팀 4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그 근간이 되는 인재와 기술에 대해 개발차원을 넘어 창조적 개념을 적용한 인재창조그룹, 기술창조그룹을 신설하였고,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성장그룹, 녹생성장을 위한 그린에너지사업실 그 밖에도 품질경영, 안전경영, 환경경영, 윤리경영을 위한 품질혁신그룹, 정보보호 

그룹, 환경안전그룹, 정도경영실 등이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었습니다. 특히 ISO26000추진반의 신설은 보다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의 대표 브랜드 ‘타이칸 (Tikhan)’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5월에 제철소 및 발전소 등 각종 산업용 원료의  

하역 및 수송, 운반, 이송하는 설비인 MHS(Material Handling System)  

설비를 국내업계 최초로 타이칸(Tikhan)이란 브랜드로 런칭하였습니다.

타이칸(TiKhan)은 타이거(Tiger)와 군주의 칭호인 칸(Khan)의 합성어로  

뛰어난 지도력으로 사자 무리를 제압하고, 사파리의 패권을 차지한 호랑이  

무리의 우두머리를 나타내는 조어입니다. 호랑이는 힘(Strong)과 지혜

(Smart)를 상징하는 동물로, Tikhan은 MHS 시장에서 강한 힘과 정교하고  

안정된 기술을 통해 최고가 되겠다는 포스코플랜텍의 의지를 담고 있는 대표

브랜드 입니다.

그리고 2011년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가스와  

분진을 제거하는 집진기를 새 브랜드로 런칭할 계획입니다.

회사명 ㈜포스코플랜텍 대표이사 조창환

설립일자 1982년 4월 1일 자본금 270억원

본사 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4 주주 ㈜포스코 100%

조직 7본부 1소 2지사 2사무소 19실 2부 12그룹 7반 11팀 4공장 임직원수 626명

대표브랜드 타이칸 (TiKhan) *타이칸은 Tiger와 Khan의 합성어로 포스코플랜텍 원료처리설비 (MHS, Material Handling System)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조직프로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계획

수주 (대외비율%) 3,024억원(17) 6,966억원(23) 10,000억원(32) 

매출 4,316억원 4,395억원 6,381억원

영업이익 △123억원 149억원 191억원

당기순이익 △92억원 154억원 152억원

경영실적 (손익)

영업소 및 공장명칭 중요 사업내역 소재지

본사 산업플랜트 설계, 

부품제작 가공, 

기계설치공사,  

산업설비 설계, 

제작, 설치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322-4

광양

사업본부

전남 광양시 

태인동 1656-4

신항만

가공제작공장

기계구조물 및 

부품제작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63번지

포항

산기공장

B.C Roller, 기계구조물 및 

부품제작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558-3

말레이시아 
지사

수문 설비 제작 B-2-2, Megan Avenue 

1, 189, Jalan Tun Razak 

50400, Kuala Lumpur, 

Malaysia

대만

지사

벨트컨베이어 

설비 설치

臺灣 高雄市 前金區 市

中一路 166號 6樓

그린에너지사업실

로마사무소

태양광 사업 15, Via delle Quattro 

Fontane  00187 Rome, 

Italy

대상시장

CEO

정도경영실

정보보호그룹

품질혁신그룹

경영혁신그룹

재무회계그룹

경영기획그룹

경영전략본부

ISO26000추진반

동반성장그룹

HS그룹

HRC그룹

인재창조그룹

경영개발본부

기술창조그룹

기술연구소

엔지니어링혁신팀

엔지니어링실

설계기술본부

설비제작부

제작기획부

원료이송설비실

운반하역설비실

철강사업실

가공제작본부

MG 제련PJT 추진반

포스코 특수강합리화 추진반

환경안전그룹

포항공사설비실

포항압연설비실

포항선강설비실

포항사업실

포항사업본부

4열연 및 코크스오븐 추진반

슬재슬라그파우더 추진반

광양공사제작실

광양압면설비실

광양선광설비실

광양사업실

광양HS그룹

광양사업본부

인도네시아사무소

칠레사업추진반

대만지사

말레이시아지사

S-POWER 사업실

공항사업실

그린에너지사업실

성장산업사업실

물류화공사업실

발전에너지사업실

글로벌사업본부

ITALY

INDIA
TAIWAN

CHILE

MALAYSIA

EAST TIMOR

KOREA

글로벌사업본부

인천사무소

광양사업본부

포항본사

구분 규모 (억원) 비율 (%)

▒  제철설비 1,841 41.89

▒  물류설비 1,098 24.98

▒  산업설비 659 14.99

▒  설비제작 420 9.56

▒   신  성  장 377 8.58

매               출 4,395 100

사업구조

4,395
억원

매출

ITALY 태양광 발전소 1,327억원 

• 발주처 : Sky global외 13개사

• 기    간 : 2010. 9 ~ 2011. 6

• 용    량 : 31MW (Sicily 3.7MW, Abarozzo 1.8MW 외)

INDIA 델리공항 수하물처리설비 28억원  

• 발주처 : Siemens

• 기    간 : 2008. 7 ~2009. 5

MALAYSIA BAKUN댐 수문설비 474억원

• 발주처 : 사라와크 전력청

• 기    간 : 2004. 7 ~ 2011. 5

POSMIT 코일센터 25억원

• 발주처 : 사라와크 전력청

• 기    간 : 2008. 8 ~ 2009. 4

TAIWAN 화력발전소 석탄이송설비 634억원

• 발주처 : 대만 전력청

• Hsinta 264억원 (2006. 4 ~ 2009. 7)

• Talin 370억원 (2008. 11 ~ 2010. 10)

샹씽스틸 HS Mill 개조 73억원

• 기    간 : 2007. 12 ~ 2009. 7

EAST TIMOR 교량건설사업 61억원

• 발주처 : 동티모르 사회간접자본국

• 기    간 : 2011. 3 ~ 2012. 4

CHILE 화력발전소 석탄이송설비 284억원

• 발주처 : 포스코건설 (AES사)

• 앙가모스 233억원 (2008. 8 ~ 2011. 4)

• 깜피체 51억원 (2008. 8 ~ 2010. 10)

주요 프로젝트 현황

인도네시아 PJT 추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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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포스코플랜텍은 ISO 26000의 사회적책임 통합 프로세스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부 이해관계자인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인 협력사, 지역사회 등에 대해 일상적인 사내 및 사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여 보다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동

포스코플랜텍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임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주 3회 내외 CEO와 

부서별 중식 간담회를 통해 격의 없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있습니다.

 주어니보드 및 챌린지보드 운영

포스코플랜텍은 “Junior Board” 와 “Challenge Board” 조직을 2010년 

7월에 발대하였습니다.  CEO와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재정립하고, 

현장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종이나 경쟁사, 선진사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혁신,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검토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alk & Talk 및 사내간행물

회사 발전을 위한 어떠한 아이디어도 올릴 수 있는 사내 EP에 Talk & Talk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안전 지킴이 레터, 알기 쉬운 재무정보 레터, 

Quality Letter, Weekly Harmony News 등 4개의 레터를 매주 1회 발송하여 

회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EO와의 대화

월 1회 회사 운영회의와 임원회의, War Room 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회의 

시 CEO 메시지를 정리하여 전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등 사내 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사외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는 홈페이지 

운영과 트위터 및 블로그를 활용한 웹진 운영, 포스코신문 및 대 언론관계를 

통해 적극적인 회사 PR 및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포스코플랜텍 홈페이지(poscoplantec.co.kr) 에서는 고객 및 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계약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여 셀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약관리 서비스, 회사와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유대를 강화하고 외부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한 

아이디어 접수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PC 웹 환경에서 모바일 웹 환경으로의 급격한 IT 변화에 대한 대응과 

고객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엔지니어링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2011년 12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블로그 및 트위터을 이용한 웹진

포스코플랜텍은  젊은층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해  나가고자  블로그

(poscoplantecplaza.tistory.com)와 트위터 (twitter.com/poscoplantec) 등

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플랜텍은 젊은

이들과의 온라인 인맥 구축을 도모하여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할 것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추진을 통해 포스코플랜텍에 대한 간접적 광고효과 및  

잠재 고객 확보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간담회

포스코플랜텍의  협력사는  가장  중요한  외부  이해관계자  그룹이며 ,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경청하고 동반성장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9월에는 포항과 광양에서 각각 1 차례씩 

대중소기업(1~3차 업체)간 공정거래 준수 및 상생협력활동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향후 보다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영역

포스코플랜텍은 철강설비, 산업설비, 물류설비, 녹색 신성장, 산업기계 및 공사사업 분야에서 고객의 가치창출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강설비 

철강설비는 포스코플랜텍 최고 기술의 중심이며 자부심입니다. 철강설비플랜트는 포스코 포항 및 광양제철소 설비의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료하역, 원료처리, 소결, 고로, 

제강, 연주, 파이넥스 등 선강라인을 비롯하여 열연, 후판, 선재강편, 냉연,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등 압연라인의 설비 

프로젝트를 연간 90건 이상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설비 

세계의 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산업설비 플랜트는 철강플랜트의 수행역량과 지속적인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포스코플랜텍의 탁월한 기술력은 국내 시장을 넘어 말레이시아의 

바쿤댐 수문설비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대만TPC CHS 설비, 베트남ㆍ인도네시아 제철소 건설 참여, 남미, 중동 등 세계 

곳곳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물류설비 

세계가 놀란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시스템은 포스코플랜텍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설비의 대동맥이라 

불리는  물류시스템의  새  지평을  연  세계  최대규모의  인천국제공항  1 ,2단계  수하물처리  시스템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공항의 95%이상의 사업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프로젝트를 확장해 나가며 세계물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녹색 신성장 

포스코플랜텍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포스코플랜텍은 태양광 및 풍력 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친환경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더욱 맑고 푸르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사업 

포스코플랜텍은 창립이래 30여 년간 포항제철소 합리화 및 신예화사업과 관련한 공사수행 경험과 종합 건설면허 취득을 

통해 발전 및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비롯하여 포스코의 해외 제철소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기계 

포스코플랜텍은 엔지니어링과 제작능력을 갖춘 중공업 회사로 그 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항 신항만 

제2산업단지 내 2만평 규모의 가공제작공장을 갖추고 제철 및 산업설비 엔지니어링 특화품을 비롯하여 녹색성장 관련 

설비, 저장 Tank 등 석유화학 설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능력을 확보하여 중공업 

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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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업 자료 분석

선도적인 국내외 엔지니어링 5개사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ISO 26000의 7대 핵심 

주제의 세부 쟁점별로 분석하여 엔지니어링 산업의 주요이슈를 파악하였습니다. 

CSR 수준 진단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개발된 ISO 26000 진단툴에 근거하여 포스코플랜텍의 CSR  

이행수준을 진단하고 취약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Trend - Impact 분석

지속가능성 주요이슈를 Trend/Impact/내부역량 차원에서 경영층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포스코플랜텍이 영향을 주고받는 이슈들을 선별하고, Value 

Chain 각 분야별 내부역량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미디어 분석

포스코플랜텍의 지속가능경영관련 주요 이슈가 미디어 매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 및 부정적 측면을 모두 파악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중대성 평가결과 및 보고이슈 (5점 만점)

이해관계자 그룹 인터뷰 대상자

주    주 포스코 이전혁 그룹리더

협 력 사 주성기전 정덕출 대표이사

임 직 원 포스코플랜텍 황병락 근로자대표

노동조합 포스코플랜텍 서종구 노조위원장

이익단체 대한설비건설협회 정국환 사무처장

NGO 어린이재단 전보금 팀장

정    부 고용노동부 정대석 근로감독관

발 주 사 포스코 기일도 팀리더

이해관계자 식별             

ISO 26000에 제시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받은 경우, 

법적 · 재무적 · 운영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 따라 3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포스코플랜텍의 

이해관계자를 식별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를 경제 · 사회 · 환경적 영향을 주고 받는 정도 및 미래의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8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표하는 전문가를 심층 인터뷰하여 추가  

잠재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의 인식단계에서 실시한 내 · 외부 환경분석과 이해관계자 인터뷰에서 

도출된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룹별 이해관계자 525명을 대상으로 이슈에 대한 관심도 및 포스코플랜텍의 수행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단계인 중요성 평가의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포스코플랜텍은 관련기업분석, 미디어분석, 지속가능성 트렌드와 임팩트 분석을 통하여 외부 경영환경을 파악하고,  

ISO 26000의 이행수준 심층진단 및 주요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보고이슈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슈도출 프로세스

• 관련기업 자료 분석

• 미디어 자료분석

• Trend-Impact 분석

• 이해관계자 Interview

• ISO 26000 이행수준진단

핵심 이슈 도출 

(보고서 목차)
Relevance 평가  

Significance 평가 
(내외부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중요성 평가

Core

Strategic

NGO · 이익단체, 미디어, 지식공급자, 비정규직, NPOs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정부 · 유관기관, 계열사 · 자회사, 협력업체, 노동조합, 법인고객,  

국내발주사 ,해외발주사, 포항지역주민

Environmental

내부역량 이슈

1 엔지니어링 · 중공업 원천기술 확보 4.22

2 인재 개발 4.20

3 시공 및 실행 4.13

4 제품 · 서비스 품질 4.09

5 전략 기획 및 추진 4.07

6 인프라(시설, 정보시스템, 조직 등) 4.03

7 제품 · 서비스 개발 4.01

8 홍보 및 영업 3.99

9 전략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체계 구축 3.98

최종 보고 이슈

1 신흥 시장 확대 4.27

2 기술발전의 가속화 4.27

3 제품 및 서비스 책임의 확대 4.22

4 직장 보건 및 안전 보장 (재해예방) 4.21

5 부패방지 4.21

6 다양하고 강해진 고객사의 요구 4.19

7 세계의 글로벌화와 상호관련성 증대 4.17

8 커뮤니케이션의 가속화(인터넷, 스마트폰 등) 4.17

9 동반성장 4.17

10 협력사 동반성장 4.14

11 고객 정보보호 및 보안 4.13

12 환경오염, 폐기물 증가 4.13

13 근로조건의 질 4.13

14 공정한 고용 및 고용관계 보장 4.11

15 사회적 영향력(채용, 임금수준, 구매 등) 4.09

16 임직원의 권리와 역할의 중요성 증대 4.09

17 임직원 교육 및 역량개발 4.08

18 고객 건강 및 안전 4.08

19 경쟁심화 4.07

20 공정경쟁(부당경쟁, 독점 등) 4.06

21 고객만족 활동 및 제품정보 제공 4.06

22 법규준수 4.06

23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4.06

24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재생에너지 이용 4.05

25 환경오염방지 4.04

26 이해관계자(고객, 주주, 비정부이익단체 등)의 의견반영 4.02

27 수익창출 및 배분 4.01

28 전문지식, 기능, 기술개발 및 지역사회 적용을 통한 기여 4.01

29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3.97

30 자연자원(화석연료 등)의 고갈 3.97

31 고용창출기회 제공 3.97

▶ Core Stakeholder _ essential for the survival

▶ Strategic Stakeholder _ vital to the organization to address certain issues

▶ Environmental Stakeholder _ core, strategic 이외

  . 사회적 책임 인식

포스코플랜텍의 경영활동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도출을 위해 내 ·외부 환경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Ⅰ

   .  중요성 평가

중요성 평가는 최초 98개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관련성 평가 및 중대성 평가 절차를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성평가를 통하여 58개 이슈가 도출되었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중요성이 높은 이슈 40개를 확정하였습니다. 

40개 최종이슈는 5점 만점 중 3.97점 이상을 획득한 Trend 12개, Impact 19개 및 3.98점 이상을 획득한 내부역량 이슈 9개로 구성하였습니다. 

Ⅲ

   .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

ISO 26000에서 강조하는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를 전략수립 단계에 적용하기 위하여, ISO 26000에 제시된 기준으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하여 주요 이슈를 파악하였습니다.

Ⅱ

4.5

●Trend      ●Impact포스코플랜텍에 대한 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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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경영체계 / Vision 2020 14

기업지배구조 16

공정거래 17

윤리경영 18

Our 
Sustainability 
Management System

_  지속가능 경영

포스코플랜텍의 경제성과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플랜텍의 

사회적 책임성과 환경적 건전성도 보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믿음을 드리고 포스코플랜텍이 보다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 경제적 수익성  _  수익성, 부가가치창출, 생산성 증대, 고용창출, 공정거래, 공정경쟁 등으로 경제적 수익성 제고

• 사회적책임성  _   인권, 노동, 제품책임,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달성

• 환경적 건전성  _  온실가스, 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저감, 자원보존, 친환경생산 등 환경적 건전성 유지

포스코플랜텍이 수행한 인천공항 수하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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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열정과 실행력을 갖춘 기업문화 창출을 위한 혁신을 Engine으로 하고, 지속가능 역량향상을 통한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조를 Concept으로 하여, 내 ·외부 고객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꿈이 실현되는 행복을 Target으로 Vision 2020을 달성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포스코플랜텍은 Vision 2020 달성을 위한 핵심가치별 KPI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실적 및 2011년 목표

 지속가능경영
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실행전략

핵심가치

비    전

人 의 성장

▶ 글로벌 인재육성

▶ 회사와 구성원의 동반성장

業 의 진화

▶ 엔지니어링 사업영역 확대

▶ 신소재, 환경, 에너지분야 강화

▶ 국내외 제작공장 인프라 확충

場 의 확대

▶ POSCO그룹 패밀리 동반진출

▶ 동남아, 남미 등 시장확대

動 의 혁신

▶ Global 경영체제 구축

▶ 수익성 향상 혁신활동 추진

▶ 조직문화 글로벌화

행복 (Target)

꿈이 실현되는  

지속 가능한 회사

사회적 책임인식 /기업 지배구조 / 인권 /노동관행 / 환경 / 공정운영관행 / 소비자이슈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천국으로 출근하는 직원

•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회사

•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기업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경쟁력 확보

• 품질경영

• 안전경영

• 환경경영 

• 인재경영

열정과 실행력을 갖춘  

기업문화 창출

• VP 및 문제해결기법

   (6시그마/TRIZ) 활용 성과창출

• Smart Work를 통한 사무생산성 향상

• 소통과 신뢰의 노사문화 구축

창조 (Concept) 혁신 (Engine)

슬 로 건

ISO 26000 
Reference

전략과제

GREAT PARTNER IN PLANT WORLD (2020 수주 7조원, 매출 3.5조원)

포스코플랜텍은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 

전사차원에서  사회적책임  국제표준  I SO  26 0 0 0을  이행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2010년 전담부서로서 ISO 

26000추진반을 신설하여 ISO 26000의 프로세스와 7대 핵심주제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실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수행조직

ISO 26000 핵심과제 담당부서

사회적 책임 통합 프로세스 ISO26000추진반

조직 Governance 경영기획그룹

인권 인재창조그룹

노동관행 HRC그룹

환경 환경안전그룹

공정운영관행 정도경영실, 동반성장그룹

소비자이슈 품질혁신그룹, 영업 ·실행부서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HS그룹

CSR 추진조직

CEO

이사회

경영개발본부

ISO26000추진반

인재창조그룹

HRC그룹

HS그룹

동반성장그룹

경영전략본부

경영기획그룹

품질혁신그룹

환경안전그룹

영업실행부서

정도경영실

▒ 단위 _ 점

▒ 단위 _ 점

행복 (행복지수)

행복 (고객만족도)

70

82

2010년 실적

2010년 실적

74

88

201 1년  목표

201 1년  목표

▒ 단위 _ 점

▒ 단위 _ 점

혁신 (경영혁신지수)

혁신 (설비투자 혁신지수)

4.0

62

2010년 실적

2010년 실적

4.3

72

2011년 목표

201 1년  목표

▒ 단위 _ 건

▒ 단위 _ 억원

창조 (지식재산권 확보)

창조 (인당 수주/매출액)

2

11.6/7.3

2010년 실적

2010년 실적

20

14.2/9.1

201 1년  목표

201 1년  목표

GREAT PARTNER IN PLANT WORLD  
(2020 수주 7조원, 매출 3.5조원)

포스코플랜텍은 세계적 수준의 설계능력과 시공능력을 두루 갖춘 

엔지니어링 회사를 지향합니다. Vision 2020의 달성 및 사랑받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포스코플랜텍은 경제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가능성 성과를 관

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Vision 2020지속가능 경영체계

포스코플랜텍은 Great Partner in Plant World란 비전과 

수주 7조원 및 매출 3.5조원 이라는 목표로 Vision 2020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는  전사경영  전략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으며, 이 전략체계는 경제, 사회 및 환경성과를 모두 관리하는 

포스코플랜텍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통합되어 현재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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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은 주주인 포스코의 제철소 각 설비에 대한 설치공사와  

제철설비를 설계 · 제작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주에 대한 출자는 없습니다.

주주와의 관계 및 지분

포스코플랜텍은 전 임직원이 매년 초 업무시작과 함께 공정거래 

준수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와 

실천의지를 대내 ·외에 매년 천명하고 있습니다. 

서약내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  하도급 

거래의 규제내용인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준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서약서 작성

매년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하도급부문 공정거래 Mind를 고취하기 위해 

사업장 별 12개소에 대한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및 공정거래법관련 자료 온라인 

게시를 통한 사례로 배우는 공정거래법 교육 운영 등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배포 및 자체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포스코플랜텍은 엔지니어링회사로서 정치후원 및 로비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의 

성격을 불문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이는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 

2010년 사회공헌 활동 이외에 정치기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포스코플랜텍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의 공공정책 참여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정치 참여

포스코플랜텍의 이사회는 등기이사 5명 및 비등기 이사 5명을 각각 

선임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대표이사 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을 

겸직하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를 월 1회 개최하고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사의 전략수립 및 

전사적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위원회

포스코플랜텍은 2007년 4월 12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 후 관련조직 및 GUIDE 책자 배포를 통하여 체계적인 공정거래 

자율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외부평가를 통하여 검증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체계 확립

포스코플랜텍의 이사회 구성원은 각 사업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대상자의 전문성과 자격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추천하고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사회 성과보상은 상, 하반기 1년에 2회 주주인 포스코가 실시하는 

실행사업에 대한 회사평가 및 대표이사가 실시하는 개인평가를 반영, 

성과보상금 형태로 최고 연봉의 10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선임 및 성과보상

포스코플랜텍의 주식은 포스코가 100% 소유하며, 이사회 임원들은 

회사와의 거래관계 및 이해관계가 없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이해관계상 

충돌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방지 프로세스

포스코플랜텍은  지속가능경영  도입  초기단계로  2011년  중  CSR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회사목표 달성을 위한 CSR 

전략과 실행계획을 ISO 26000 7대 핵심주제를 근간으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회의 CSR 성과관리

이사회는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Challenge 

Board와 Junior Board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Challenge Board는 과장 및 차장급으로 구성된 의견수렴 기구로 

비전 2020 전략 등 회사의 발전적 제안 및 세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급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된 Junior 

Board는 회사 발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경영층과 직원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매월 1회 CEO 대면보고 및 분기 1회 

실시하는 워크숍을 통하여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임직원 의견수렴 방식

2011. 4. ▶ 공정거래실천리더 임명(28명)

2009. 12.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평가(A등급) 회사 홈페이지에 CP관련 사이트 운영 

2008. 5.  ▶ 공정거래 관련 부서장을 위원으로 자율준수 협의회구성

2007. 7.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배포

2007. 4. ▶ 상임감사를 자율준수 관리자로 임명

2010년  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2월에서 2009년 3월 사이에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평가 기준점수 90점이상에게 주어지는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  이로써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에 따라 1년간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를 

면제받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지정되어, 

공정거래위원장의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우수』기업

이사회 구성

등기

여부

상임

비상임 성명 직위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관계

등기

상임 조창환 사장 대표이사 없음

상임 김도근 전무이사 경영전략본부 없음

상임 배명호 상무이사 가공제작본부 없음

비상임 조청명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없음

상임 한동희 상임감사  상임감사 없음

등기

여부

상임

비상임 성명 직위 담당업무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등기

상임 조병군 전무 글로벌사업본부 없음

상임 김진화 전무 경영개발본부 없음

상임 박근호 상무 광양사업본부 없음

상임 박대범 상무 포항사업본부 없음

상임 김회용 상무 설계기술본부 없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배려와 양보의 마음이 

뒷받침될 때 패밀리사 임직원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화합하는 윤리경영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공정거래 

준수는 상생과 화합의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어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포스코플랜텍은 포스코의 자회사이며, 2010년 말 현재 주식의 

100% 지분을 포스코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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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의 글로벌화 대응,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 임직원의 올바른 

가치관 부여를 위해 윤리규범, 행동준칙, 실천지침으로 구성된 기업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기업 윤리규범 준수를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 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합니다.

기업 윤리규범 제정 및 선포

포스코플랜텍은 전 임직원이 2005년 1월부터 매년 초 업무시작과 

함께 윤리규범 준수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준수, 인사청탁 

금지, 공정거래법 준수 및 해외 부패방지법관련 국내 ·외 법령준수를 

서약하고 윤리규범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서약서 작성

포스코패밀리는 Vision 2020 달성을 목표로 하며, 포스코플랜텍은 

글로벌 엔지니어링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윤리경영에 있어서도 진정한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포스코패밀리 차원에서 “해외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해외법인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다 함께 

지켜야 할 글로벌 비즈니스 윤리기준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포스코플랜텍은  신입사원  및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윤리교육을 년 2회 정기적 

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자체교육 및 외부강사 초빙 교육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윤리의 이해와 실천, 윤리규범과 운영제도 및 비윤리 

사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Global 기업윤리 등 5개 과정을 전 직원 대상, 

e-러닝으로 의무수강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8,800원/인, 건)

윤리교육

포스코플랜텍은 유엔인권선언 및 ILO의 규정을 지지합니다.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윤리규범은 학벌, 지역, 성, 연령,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노동 및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윤리규범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산업의 특성상 아동노동은 

발생되지 않으며, 국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협력사와 거래를 

하므로 강제노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인권보호

포스코플랜텍은 윤리경영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업무상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패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 20일부터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제도를 운영하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행위 예방 및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2010년까지 총 13건의 신고가 접수 및 처리되었습니다. 신고내용은 

입찰공정성, 구매관련비리 또는 협력사의 임금체불 등의 사건이며, 

성희롱 및 인권관련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일체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감사부서를 통한 조사 및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는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  2011년도에는  신고보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신고센터 운영

회사 신분증 및 다이어리에 임직원 

윤리 자가진단표를 기재하여 윤리 

활동에 대한 임직원 의식제고를 

일상생활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윤리 자가진단표

윤리규범 준수서약에 대한 CEO 신년 메시지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비윤리행위 신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가 위원장으로서 사건을 조사 및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단 ,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접수된 부패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에 대해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며, 적발된 사건처리는 협력사의 경우 

계약일반약관의 거래제한 조치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 홈페이지 : http://ethics.poscoplantec.co.kr

▶ 전화 : 054-279-7714 

▶ 팩스 : 054-279-9550

정도경영실 윤리경영 위반 신고센터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제도운영

▶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 운영(2006. 6. 18 ~)

- 부서별 윤리 Risk를 발굴, 윤리 개선과제 선정, 계획수립 및 개선활동을  

    통한 비윤리 행위 예방

▶ 기업 윤리규범 시행관련 공급사에 공지 및 윤리규범 준수를 위한 특별 

      약관 반영 운영(2004. 8. 25)

▶ 기업윤리 실천리더 운영(2004. 6. 1~)

 - 2011년도 부서별 실천리더 28명 운영

▶ 기업 윤리규범 제도 운영

- 명절 및 승진축하 선물반송센터 운영(2003. 8. 28)

- 윤리경영 사이버신고센터 개설(2004. 8. 20)

- 윤리 Risk Free 실천 결재 시스템 운영 (2011. 6. 1)

- 해외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운영 (2011. 6. 1)

연도별 사이버신고 현황 (2004 ~ 2010)

윤리경영

포스코플랜텍은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

반으로 하여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윤리경

영은 포스코패밀리 그룹 경영가치의 근간이며, 포스코플랜텍은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겠습

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윤리경영으로 가

장 신뢰와 존경 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13건

계약직 임금

 1건

 1건  1건

 1건

 2건

 6건  1건

하도급, 수주 하도급, 산재하도급, 납품

하도급, 발주 하도급, 임금채용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는 기업윤리 자가진단표의 첫 번째 항목인 “지금 

하는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를 항시 자문해 봄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사소한 상황에서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해 나갈 때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윤리경영은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공유하는 VM(Visual Management)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문제발생의 근본원인 해결에 힘써야 합니다. 작은 

문제점도 사전예방과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법입니다. VM을 통해 비윤리행위나 불합리한 업무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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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22

고객가치 창출 24

임직원 26

노동 28

안전 및 보건 30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참여 32

_  열린경영Our 
Open 
Management
포스코플랜텍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고 상생, 협력, 개방을 통한 동반성장과 

고객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상생  _  경청의 자세를 기반으로 모든 경영활동을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향상시킴으로써 사랑받는 기업으로 발전

• 협력  _   공급사, 고객사, 외주사와의 협업관계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룹경영 체제의 가속화로 경영 시너지 효과 극대화

• 개방  _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계층 · 조직 · 세대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꿈과 감동이 살아있는 기업문화 구축

포스코플랜텍이 수행한 포항제철소 선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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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은 외주 파트너사와 상호 Win-Win하는 Supply Chain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추진방향

포스코플랜텍은 신뢰와 소통으로 동반성장하는 Supply Chain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업생태계 전체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추구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플랜텍의 동반성장은 건강한 기업생태계의 구축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지하고, Supply Chain형성을 통해 상호 Win-Win하는 

동반성장활동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2010년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  협약이행  평가에서  “A”(우수)등급을  획득하였으며 , 

지속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통한 협력사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 향상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개요

실질적인  맞춤형  상생협력  활동  전개로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동반성장 모토인 3T는 ‘상호신뢰 

(Trust)’를 기반으로 협력기업과 ‘동반성장(Together)’하는 ‘미래지향 

(Tomorrow)’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7개 부문 16개 항목을 수행 

하였으며, 상호 Win-Win하는 진정한 포스코플랜텍만의 동반성장, 

기술지원 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사 지원활동

동반성장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시스템 운용

1 - 3차 협력업체  

혁신 역량 및 기술력 강화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상호 협력

소통과 배려를 통한  

신뢰문화 구축

실질적인 맞춤형 상생협력 전개로 동반성장 실현

항목 2010년 실적

기술개발 지원

• 테크노파트너십 제도 활용 맞춤형 기술지원 

   - 동반수주 컨소시움 확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 15건

• 특허상담센타 운영 및 특허사용 지원 25건

교육훈련 지원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39개사

•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술표준 Manual보급) 572개사

• 중소기업 방문 맞춤형 경영 컨설팅 (QSS, 5S 등) 26개사

• 중소업체 지원 동반성장지원단 운영 (2010.11월~) 21개조

구매부문 상생

• Benefit Sharing 활성화 5건

• 우수공급사 지원제도 운영 (우수공급사 확대) 6개사

협의회 활동

• 상생협력 협의회(포스코, 출자사, 대표중소기업) 2회/년

대금지급 조건

• 3천만원 초과: 현금, 구매카드 각 50%

   - 명절(설/추석) 구매대금 조기지불(D-7일)

309개사, 

226억

금융지원

• 중소기업 상생펀드 등 지원(직접, 혼합, 간접) 운영중

파트너십 강화

• 고충처리센타 지속운영 상시운영 

• Cyber 상생고 운영(애로/고충 및 VOC청취) 개설(e-pro’)

• 부문별 인적교류 2건 

• 경영닥터제 2010년 제2기(1개사) 참여 1건

• 외주파트너사 초청 간담회 실시 5회(상3,하2)

동반성장/공정거래 활동은 포스코플랜텍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영가치로써, 진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동반 

성장의 실현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 

거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간 삼각공조 상생 프로그램입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 협약의 일환으로 2010년 9월 과 2011년 6월에 각각 

100여 중소기업체 대표를 초빙해, 포스코그룹 통합구매 추진내용과 

상생협력 마스터플랜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동반성장/공정거래 협약체결

국내 ·외 구매현황은 본사가 위치해 있는 포항 등 국내구매가 국외구매

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향후 글로벌 Supply Chain을 강화하여 해외 프로

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를 고려한 구매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내 ·외 구매현황

포스코플랜텍은 동반성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협력사를 대상으로 2010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매년 2회 상 ·하반기에 각각 이루어지며 

협력사의 의견을 경청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맞춤형 동반성장 

활동으로 상호 Win-Win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프로젝트, 설계, 품질, 윤리, 계약, 동반성장 및 VOC 

분야로 2011년 상반기 조사결과 거래기간 3년 미만의 협력사에 대한 

만족지수가 낮았으며, 항목별로는 2010년 대비 전체 항목에 대해 

만족지수가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외주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협력사 만족도 조사

포스코플랜텍의 2010년 동반성장 추진은 상호도움이 되는 맞춤형 

동반성장 활동전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협력사로부터 

실질적인  VOC청취를  위한  채널을  확보하고 ,  구매제도  개선  및 

기술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2011년은 중소기업 측면의 실질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건수(실적)위주 활동을 지양하고 동반성장활동 참여업체 및 우수 

업체에 대한 혜택부여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Project 수주로 

인한 단발성 계약으로 동기부여 부족 및 과제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는 녹색구매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로 녹색제품 생산자인 동시에 건전한 소비자인 기업이 

녹색경영을 통해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참하여 녹색경영기업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 환경친화적 녹색제품 구매와 생산 

및 유통에 앞장서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생산 및 소비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제품구매 정책

▒ 단위 _ 점협력사 만족도조사 결과(5점 만점)                        

4.322010년 12월

4.132011년 06월

4.302011년 목표

▒ 단위 _ 백만원녹색구매 현황                       

14,500

18,000

2010년 목표

2011년 목표

15,959

 11,385(상반기 실적)

2010년 실적

2011년 실적

열린경영
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동반성장은 포스코패밀리 전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동반성장임을 인식하고,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단위 _ 억원

4,0632010년

2,8382011년 상반기

국내구매 3,410 국외구매 653

국외구매 682국내구매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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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은 Vision 2020을 실현하고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 

회사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고객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품질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  품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입니다 . 

“포스코플랜텍  자체가  품질이다 .”라는  말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업무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등 전사적으로 품질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12월 1일 품질경영 전략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품질 

혁신그룹이 신설되어, 2011년 2월에 품질관리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평가,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CSI 지표를 개발하여 고객 지향적 경영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품질관리

포스코플랜택은 품질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 

14일 포스코플랜텍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품질경영 선포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회사의 품질경영 전략은 우선 품질경영을 모든 경영활동의 기본 

정신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의 품질경영 마인드를 제고하는 

방침입니다. 품질경영 선포식 행사를 실시하면서 배지를 제작해 전 

임직원이 부착하도록 하여 품질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매월 퀄러티 레터(Quality Letter)를 전임직원에게 발송해 품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업무 프로세스를 글로벌 표준화해 모든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품질 매뉴얼과 JIS·BSI 등의 품질규격을 

확보하는 한편 회사의 성장전략에 따라서 각종 국제품질 자격 등도 

취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품질헌장 선포식 

포스코플랜텍의 포스코 매출비율은 2010년 기준 54%에 달합니다. 

따라서 5억원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완료시점 1개월 이내에 

포스코에 대해 별도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의 개선을 위해 현장안전순찰을 강화하여 산업특성상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품질 및 안전성

포스코플랜텍은 2011년 9월 30일 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화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기존의 고객정보보호는 고객정보에 한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  법 

변경에  따라  직원정보도  관리  및  보호대상이며 ,  자료의  형태는 

전산자료뿐만 아니라 수기문서 및 CCTV 관련사항도 용도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출력 및 정보파기에 대한 엄격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설계도면과 같은 사업상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발생부터 폐기까지 보안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과 정보보호 e-러닝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보호 의식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ISO 27001 정보보호에 대한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영국 BG사와 포스코가 공동으로 매년 정보보호 국제표준에 

대한 측정을 받고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100점 

기준에 61점을 취득하였고 2011년은 76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보호 및 보안

• 전사품질 Mind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월간 품질회의 및 Quality letter 운영 

• 21개 전담기업 선정 3정 5S/QSS/VP등 혁신활동, 전문지식 공유, 

   VOC 청취 및 Feed Back 활동

• 낭비제거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형과제 추진

• 新 항만 가공제작공장 ASME(미국기계학회) Stamp 취득 추진

• 설비투자 혁신지수 향상을 위한 PMO 조직 운영

• CSI(고객만족지수)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실시

• 전사 산업표준규격 소요조사 실시 및 ISO, AS 등 총 821종의 국제 표준규격 확보

• 개인별 업무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PSC(Personal Score Card) 운영

2011년 상반기 추진실적

핵심관리지표 실적                                    

구분 2011년 상반기 2011년 목표

업무품질 향상도 73.5점 70점

상생지원지수 - 70점

포스코플랜텍은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제품 및 서비스 활동 전반에 대한 

고객반응과 불만사항, 개선요구 사항을 파악합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절차서에 의거 매년 실시하며, 설비투자 혁신지수 만족도, 공사부문  

수행도 평가 만족도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국내 고객사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 점수는 상반기 84.3점, 하반기 86.4점을 기록 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주요 불만족 

요소를 분석하여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부 직원들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CS전문가 초청교육을 실시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e-러닝, u-러닝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개선교육

포스코플랜텍은 설비 및 공사 등 프로젝트에 대해여 공사종료 시점 

부터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시행하며, 하자발생시 원인분석과 

검토조치 사항을 발주사에 보고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은 하자보수가 예상될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여 하자보수비를 계산하도록 하며, 포스코플랜텍은 하자보수 

업무절차서에 따라 프로젝트에 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여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단위 _ 백만원하자보수 현황                                     

2008년 856

2009년 894

2010년 481

포스코플랜텍의 고객만족 교육은 내부 고객인 직원만족도를 높이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고 고객과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회사로 지속 발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주파트너사와 좋은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 초기 관계형성에서부터 

장기적 파트너십 강화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개선계획  중이며 ,  업무  실행  부문에서 

납품단가 현실화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계약체결 등 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파트너십을 통한 고객만족

▒ 단위 _ 점2010년 고객만족도 조사

85.2
상반기 81.3

84.3

87.1
하반기 84.5

86.4

▒ 업무실행부문 ▒ 전사적 파트너 지원부문 ▒ 전체만족도

포스코플랜텍은 고객의 혼까지 감동시키는 초일류 품질을 실현

하기 위해 고객가치 창조, 기본과 원칙 중시, 신뢰와 소통을 바탕

으로 한 품질경영 활동 및 고객만족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 대한 정보보호 및 공정한 마케팅을 통하여 고객 

가치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가치 창출 

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 단위 _ 점고객만족도지수(CSI)

2010년 실적 62

2011년 상반기 74.6

2011년 목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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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의 임직원은 2011년 6월 30일 기준 6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에는 2011년 6월 기준 말레이시아 3명, 대만 1명. 이태리 1명. 

인도네시아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현황

▒ 단위 _ 명임직원수

609 626

2010년

598 598

11 11

2011년 6월

▒ 임원 ▒ 직원

▒ 단위 _ 명2010년 고용형태

539

정규직

524

15

▒ 여자▒ 남자

537

521
16

정규직

▒ 단위 _ 명2011년 6월 고용형태

89

78
11

연봉계약직

7

70

연봉계약직

63

▒ 단위 _ 명지역별

609 626

2010년

104

422

72

2011년 6월

▒ 포항 ▒ 광양 ▒ 서울 ▒ 해외

11

113

41493
1

2010년 2011년 6월

채용(명) 78 27

퇴직(명) 28(계약만료 17포함) 10

퇴직률 4.6% 1.6%

성과(MBO평가)와 역량(역량평가)에 따른 직급별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여 결과를 승진, 임금에 차등반영, 제반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상위직급일수록 반영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평가체계 및 결과활용

포스코플랜텍은 임직원의 만족과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남직원과 여직원에  

대한 차별없이 전 직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내복지근로기금 운영, 급식지원, 휴양시설지원, 결혼기념일 및 생일

축하 기념품 지원, 건강검진 및 피복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1993년 설립된 사내 복지

근로기금은 직원 복지혜택을 보장하는데 사용되며, 직원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31일기준 출연금액은 11,484백만원입니다.

복리후생 제도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항목 구분

대부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생활안정(가계)자금

지원 자녀장학금, 복지카드 지급, 경조사, 의료비

업무외 사망재해 위로금, 물리치료비

명절선물, 배우자 건강검진

직급체계

직급승진과 호칭승진으로 구분하며 개인 보유역량과 성과중심으로 승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진의 경우 직급경력, 근무평가, 교육이수 및 어학을  

기본 자격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본 자격기준 근무평가 A급 이상인  

직원은 경력 4년에 조기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G2이상 

승진은 전형기준에 의한 점수를 참고하여 발탁승진을 하고 있으며, G3 

승진은 전형기준에 의한 점수순으로 Cut-line 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체계 

항목 직급승진

직급경력
G1 G2 G3 G4

5년 5년 5년 -

전형기준
근무평가 추천평가 어학 계 비고

60점 30점 10점 100점 가감     10

기본자격

기        준

기본자격 기준 항목

직급경력, 근무평가, 교육이수, 어학

±

* 호칭승진은 직급승진의 3배수 수준 운영

직급과 호칭구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하였고 조직관리 역량이 뛰어난 인재가 조직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급체계입니다 .  직급승진은 개인의 실질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호칭은 일정근속 도달 및 자격기준 부합 시 

호칭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직급체계 

포스코플랜텍은 임직원을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며, 임직원

의 행복이 곧 회사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포스코플랜텍은 임직원과 원활한 소통의 문화를 정착하고, 

경쟁력 있는 복리후생의 제공 및 건강하고 행복한 회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G1

G3

G4

이사보

부장

이사보

부장

이사보

부장

대리

 기사 

G2 차장

과장

차장

과장
차장

팀원 팀장 그룹장

역할과 성과중심의 연봉제(평가에 의거 직급별 차등 적용)로 임금영역

(Pay Band)을 단순화시켜 임금의 유연성이 확보되는 임금체계입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추세는 평가결과를 차등 적용하고,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역량이 중요하므로 차등 폭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임금체계 

임금체계

고정성 

급여

• 기본연봉(중식비 10만원/월 포함)

• 상여금

• 고정수당

법정

수당
• 법정수당

변동 

성과급
• 변동 성과금

▒ 여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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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합병 전) 2010년(포스코플랜텍) 비고

행복지수 50% 70% 20% 향상

노사관계 신뢰지수 62.3% 71.8% 9.5% 향상

조직 신뢰지수 - 71% 최초조사

포스코플랜텍은 조직 구성원이 상호간에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사 벽 허물기 워크숍”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회사와 개인의 비전과 전략, 목표를 하나로 모으고 직원들의 

자기변화 의지를 통한 조직 활성화와 업무 의욕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CEO와의 간담회, 도전정신함양 체험훈련, 

비전공유 창작조형물 만들기, 해병대 극기훈련 등의 프로그램으로  

전 임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사결과 전체 직원의 94.3%가 만족이상을 표시했으며, 프로그램 중 

도전정신 함양 및 Team Work 강화의 교육만족도가 5점 만점 중 4.5로 

행동형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이 높았습니다.

소통의 조직문화

포스코플랜텍은 노사관계가 경영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생산적 노사관계, 윤리경영,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노사협력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경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커뮤니케이션

회사는 공개채용을 통하여 2010년 신입 및 경력사원을 선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입사원 10명을, 하반기에는 21명의 신입사원과 8명의 경력

사원을 공개채용 하였습니다. 기본급 및 보상비율은 남성직원, 여성직원 

차별없이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임직원  중  노동조합  가입  대상은 

314명이며 이중 8%인 25명이 노동 

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사업상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  및 

통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현황

포스코플랜텍은 임직원들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매년 행복지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지적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상태로 

직무만족도 및 직원만족도와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505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 

행복지수는 2009년 회사 합병 전년도에 비해 20%가 향상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노사관계 신뢰지수는 71.8%로 

9.5%가  향상되었습니다 .  조직신뢰지수는  2010년  최초  조사를 

실시하여 71%의 결과를 보였고 이는 포스코 72%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 조사

1일차 2일차 3일차

비전공유 및 상호이해 소통 및 신뢰문화 구축 도전정신 및 Team-Work 강화

포스코플랜텍 고유문화의 긍정적 변화

314

25명(8%)

▶ 행복지수(Happiness Index) : 

      나는 얼마나 회사의 성과 향상을 원하고 이를 위해 행동하는가? 

▶ 직무만족도(Commitment) : 나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는가? 

▶ 직원만족도(Satisfaction) :  나는 얼마나 여기 있기를 좋아하는가?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10월 13일 직원투표를 통해 제5대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를 실시하여 최초로 여성직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여성근로자 위원의 당선은 여성의 

권리존중과 다양성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경협의회는 최근 “출산장려금 제도”를 마련해 직원들의 출산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직원의 

첫번째 자녀에게 30만원 상당, 두번째 자녀에게 50만원 상당,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200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경협의회 첫 여성 근로자 위원 선출

포스코플랜텍은 직원만족센터(Happy Call) 운영과 노경협의회를 개최

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 및 근무상 고충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만족센터는 월 2회 노경협의회와 공동으로 현장순회 및 상담을 실시

하여 직원들의 애로 및 고충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및 이메일 

상담, 고충상담센터 운영, 직무도우미 Q&A제도 운영, 경영층 Direct  

상담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파견근무자 사무공간 확보 요청 등 72건을 또한 2011년 

상반기에는 가정의 날 개선 운영 등 26건의 고충을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가정의 날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고 가족의 화목을 강조하는 팝업창을 업무시스템 상에 게시하고 

정시퇴근을 장려하는 사내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고충처리

신뢰와 소통으로 조직안정화를 도모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직원 및 가족 개인문제를 전문기관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직원가족 상담제도 ,  법률문제를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법률 상담제도, 즉석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계층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의 경우 2010년 5건, 2011년 상반기 5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파트매매  및  교통사고  관련사건  등  생활  법률문제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습니다.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

안전 및 보건사항은 노경협의회와 정식 협약대상입니다 .  포스코 

플랜텍은 노사간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7명의 근로자 

위원과 7명의 회사측 위원이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건강증진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30일 노경협의회와 함께하는 건강증진 걷기 행사를 경주 

남산일원에서 직원가족 및 외주파트너사 직원이 함께 실시하였으며,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헬스업카드와 절주카드를 지급하여 매일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포스코플랜텍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육아휴직 및 복직에 대하여 

남녀 구별없이 평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육아휴직 

대상직원이 없었으며, 2007년 남성직원 1명의 육아휴직 및 복직사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성별 복직 및 유지비율

퇴직자의 퇴직 후 생활을 위해 퇴직 6개월 전 업무에서 제외시켜 스스로 

퇴직 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

포스코플랜텍은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추구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안정된 생업을 유지하게 하며, 직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장을 자아성취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 (상생의 노사문화)

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명

구분 임금(만원) 신입사원수(명)

남 여 남 여

2011년 3,514 3,514 19 9

2010년 3,341 3,341 3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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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전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계일류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안전보건의 목표

포스코플랜텍은  안전재해  Zero화  선포를  통해  인간존중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건강하고  재해없는  직장을  실현하고 , 

포스코패밀리의  인간존중  문화  실현을  통한  안전3 .0  완성에 

동참하고자 2011년 2월 14일 안전재해 Zero화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선포식을 시작으로 안전, 보건, 환경 3개 분야별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안전부문에서는 안전재해 Zero화를 목표로 지금까지 

현장위주의 안전행동관찰 활동을 사무부문 Health Care 활동으로 

확대적용하며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최적화  및  계층별  안전진단 

체계정립, 직책보임자의 책임과 역할 강화, 건설부문 재해예방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보건분야에서는  Health Up 카드를  작성하여  매월  부서별  건강 

실천상황을 점검하여 연말에 “건강짱” 부서를 포상하며, 건강중점관리 

대상자를 파약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존중을 위한 안전재해 Zero화 선포

안전재해 Zero화 및 안전문화지수 향상을 위하여 Planning Safety(계획 

적인 안전), Professional Safety(전문적인 안전), Total Safety(전원 참여

하는 안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영층의 의지 및 참여활동과 안전목표

관리 및 동기부여 활동을 추진하는 Planning Safety, 라인조직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효율적인 안전조직 및 안전경영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Professional Safety,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보건교육과 불안전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안전Audit 및 안전표준작업을 수행토록    

하는 Total Safety 활동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 Total Safety 활동 전개

포스코플랜텍은 2009년도 4월 전사 금연을 선포하고 회사내 전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여 금연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전직원이 금연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금연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2009년 9월 금연 100% 달성 격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흡연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연 캠페인, 금연 책임관리제, 가정으로 금연운동 

안내문 발송, 신입사원 및 금연 실천자 금연교육 실시, 금연희망자 

보건소 및 금연 콜센터 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활동

포스코플랜텍은 임직원의 건강지수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활동을 회사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 개인의 건강

상황을 체크하여 건강지수를 향상해 나가고, 금연 캠페인을 추진하여 

금연 100% 목표달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지수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활동 전개

안전Audit 활동은 System Audit(관리체계) 와 SAO(안전행동관찰, 

Safety Acts Observation)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System 

Audit는 계층별 직무수행 여부를 반기 1회 Audit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SAO는 현장부문에서는 작업자 안전행동관찰을 실시하고, 

사무부문에서는 직원 Health Care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Audit

안전활동 주요성과 및 활동내용 안전활동 수상실적 및 시스템 인증현황

구 분 주요실적

2009. 11. 4 무재해 9배수 달성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인증패 수상

2008. 8. 26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연장심사

2008. 1. 14 무재해 8배수 달성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인증패 수상

2007. 7. 2 2007년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국무총리표창

2005. 9. 30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연장심사

2002. 10. 24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1996. 7. 1 제29회 산업안전보건대회 산재예방부문 노동부장관표창

1995. 6. 16 전국안전관리 성공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1993. 7. 1 제26회 산업안전보건대회 산재예방부문 대통령표창(단체)

1993. 5. 26 1993년도 무재해추진 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1985 .12. 5 노동부 무재해 5배수달성 노동부장관 달성패 수상

1단계  : 현황파악 및 동기부여 (2011년 2월~3월)

▶ 건강지수 향상

- 개인별 건강상담 카드운영 등

▶ 건강실천율 향상

- Health-up카드 개인별 지급 및 관리

▶ 금연활동

- 금연클리닉 및 금연 콜센터 운영 등

2단계 : 건강증진활동 강화 (2011년 4월~8월)

▶ 건강한 삶 나누기 활동

- 절주, 금주카드 지급

▶ 금연활동

- 흡연폐혜 경고사진 전시 캠페인

3단계 : 평가 및 분석 (2011년 9월 ~ 11월)

▶ 정기검진결과 “건강짱” 부서 선발

- 최우수부서 사장포상 수여

▶ 건강이상자 지속 관리

▶ 뇌, 심혈관질환 주의자 가정통신문 발송  

     및 건강관리 수첩배포

▶ 금연활동 지속추진

• 안전보건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법규와 회사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과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 직책보임자는 소관부서의 안전보건에 책임을 진다.

• 모든 직원은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반 기준의 이행상태를 점검, 개선한다.

• 모든 작업은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한다.

• 관계회사와 통합 안전관리체제를 구성한다.

• 안전지표는 Zero가 되도록 설정, 운영한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매뉴얼

규    정

지    침

안전보건매뉴얼(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규정 25종(절차 및 방법 제시)

안전보건지침 46종(구체적인 활동기준 제시)

포스코플랜텍은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항을 임직원의 권리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 임직원은 삶의 

질 향상과 안전활동을 통해 포스코플랜텍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 단위 _ %재해율(당사 평균)

0.482009년

0.162010년

▒ 단위 _ %재해율(전국 평균)

0.702009년

0.692010년

▒ 단위 _ %강도율

0.092009년

0.042010년

▒ 단위 _ %도수율

1.662009년

0.432010년

▒ 단위 _ 시간총근로시간수

1,811,4762009년

2,326,1242010년

▒ 단위 _ 일근로손실일수

1682009년

99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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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참여

포스코플랜텍은 사회공헌활동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사회공헌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5개부문(지역사회 봉사, 도움회 

활동, 문화예술 지원, 장학사업, 고용창출)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

공헌분야 주요지원 사업

지역사회 봉사 자매마을 지원

지역사회 환경정화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활동

해외지사 봉사단 발족

1사 1산 가꾸기 자연보호 활동(운제산 산여계곡)

도움회 활동 자매마을 불우계층 후원

불우시설(들꽃마을) 후원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행사 개최

문화예술단체 후원(메세나 활동 참여)

장학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고용창출 1사 1사회적기업(신라문화원) 지원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사회공헌사업에 국내 및 글로벌 활동을 포함하여 

인당 33.4 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직원공감대 

형성을 위해 e-러닝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0년 사회공헌 교육 목표인원 

250명 대비 446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78%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성과

▒ 단위 _ 시간

김장담그기 행사 사랑의 장학금 수여식 1社 1山 가꾸기 동티모르 사랑의 옷 전달

인당 봉사활동

2010년 실적 33.4

2011년 목표 36.0

* IT명품인재 양성 지원사업 출연금 10억원 별도

포스코플랜텍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정발전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을 맺은 마을을 찾아 꾸준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0년 

12월 6일 포항시로부터 지역사회 공헌활동 우수회사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우수기업 포상수상 

자매마을 및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후원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7개 자매마을 21개 불우가정과 10개 지역사회 불우

가정 및 장애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2곳에 18,980천원을 후원하였습니다.

도움회 활동

자매마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_ 포항지역에서는 포스코플랜텍 직원 

295명과 외주파트너사 직원 33명이 참여하여 고구마 캐기, 과수나무 적과 

등 농촌일손돕기를 2회 실시하였고, 광양지역도 포스코플랜텍 직원 48명이 

참여하여 밤 수확하기 등 농촌일손돕기를 2회 실시 하였습니다.

사랑나눔 헌혈 행사 _ 포스코플랜텍은 임직원 100여명이 2회에 걸쳐 사랑 

나눔 헌혈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포항시 아마추어 복싱연맹 지원 _ 2010년 7월 포스코플랜텍 직원들은 포항시 

아마추어 복싱연맹을 찾아 1,000천원을 전달하며 선수를 격려하였고, 

경기장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1社 1山 가꾸기” 봉사활동 _  포스코플랜텍은 포항소재 운제산을 1사1산으로 

선정하여 매월 봉사 활동시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사회 봉사 _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7월 27일 포항범죄피해자 

지원센터 3,000천원 후원, 2010년 7월 29일 제7회 포항국제불빛축제 

5,000천원 후원,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김장 담그기 행사 실시 등 지역 

사회 발전에 대해 다방면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3월 29일 동티모르에 ‘사랑의 옷’을 전달하였

습니다. 사랑의 옷 전달행사는 회사가 동티모르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지역 봉사단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포스코패밀리사와 외주파트너

사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어 그 의미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옷은 동티모르 지역주민들에게 필수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사랑의 옷 전달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4월 “포스코플랜텍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포항지역 4개 자매마을과 광양지역 3개 마을의 조손가정 초중고 학생들을 

우선 지원하였고, “어린이재단”이 추천하는 기타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하고 2010년 5월 7일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서 

포스코플랜텍 장학금 첫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장학사업

포스코플랜텍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 I T명품인재양성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포항공과대학교에  출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  

포항공과대학교는 세계 TOP3 IT융합교육 및 연구기관의 비전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포스코플랜텍은 총 10억원을 지원, 창의적 우수인재를 통한 

우리 IT산업의 입지강화, 비전제시 및 제품혁신 도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IT명품인재 양성사업 지원

동티모르의 페드로 레이, 기간산업부 장관(Minister of Infrastructure)이 

2010년 5월 12일 포스코플랜텍을 내방하였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동티모르 

벨루릭 교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오에쿠스 교량 입찰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글로벌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1사 1사회적기업 파트너십

포스코플랜텍은 지역사회 고용창출을 돕기 위하여 “1사 1사회적기업  

파트너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 소재 사회적기업인 (사)신라문화원에 

후원금 제공, 물품제공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직원참여를 통하여 신라 

문화원이 고용창출을 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2010년 1월 지역사회 저소득층 조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150명에게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임직원 482명이 자율적으로  

411만원을 모금하였고, 회사가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총액 822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였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캠페인

일본 지진피해시 성금전달

구분 포스코플랜텍 포스코패밀리 연합봉사단 외주 파트너사 계

수량 4,555점 2,585점 1,038점 8,178점

포항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이벤트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6월 28일 회사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포항시민들과 

포스코플랜텍 직원들이 함께 호흡하고 어울리는 축제의 장인 “포스코 

플랜텍! 시와 음악이 있는 어울림 콘서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열정의 장', ‘문화의 장', ‘화합의 장' 등 세가지 테마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풍물패의 거리행진을 시작으로, 직원들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개인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자리를 갖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관람하며 친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자매마을과 함께하는 한마음축제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 

이벤트에 다양하게 참여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지역사회 및 임직원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되고자 포항아트챔버 

오케스트라와 메세나 결연을 맺어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연주봉사 및 임직원 음악회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예술단체 메세나(Mecenat)결연

포스코플랜텍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참여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추진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 해 나갈 것입니다.

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 단위 _ 만원
2010년 사회공헌 지출금액

▒ 지역사회봉사

▒ 도움회 활동

▒ 문화예술 지원

▒ 장학사업
11,754

5,129

1,890

3,64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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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창조경영Our 
Creative 
Management 
포스코플랜텍은 한 차원 높은 기술과 도전정신으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 기술  _  기술모방, 기술추격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유제품과 독자기술 개발로 Front Runner로 도약함으로써 고객가치 창출에 기여

• 세계  _  생산기지와 마케팅 영역을 세계무대로 확장하고, 신사업구축과 성장축 다변화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도전  _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도전정신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가능성 확대

포스코플랜텍 가공제작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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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은 Vision2020을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사업의 기술개발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고, 고유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을 목표로 포스코기술 

연구원, 포항산업과학 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한 조직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2010년 12월 1일 포스코플랜텍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포스코플랜텍 기술연구소는 사업화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성과 창출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라는 2가지 설립 목적에 맞게 우선 사업화 

역량강화를 통한 사업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점진적으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코플랜텍 기술연구소 개소

생활폐기물 발전 유동층 보일러           산업쓰레기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1991년까지 연평균 8%정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992년부터는 약간 감소하거나 크게 늘지 않는 변화추세를 보이다가 1996년도에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렇게 단순매립 또는 

소각처리되던 생활폐기물을 자원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회수시설을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 고유모델의 폐기물 전용발전설비(Fluff형 

보일러) 설계기술 개발에 참여하여 해외시장(중국, 동남아)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해 선진기술과 경쟁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

Long Bag 집진기    집진기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기중의 

각종 입자상 물질이나 공장 등의 배출가스에 포함된 유해입자를 

걸러내거나 배출을 방지하는 대기오염 방지 장치입니다. 

배출가스가 Bag Filter를 통과하면 Bag Filter가 장벽으로 작용하여 

먼지를 제거하게 됩니다. 포스코플랜텍에서는 기존 길이 6m에서 

10m이상의 Long Bag Filter의 설계기술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Long Bag Filter의 사용과 고속여과로 설치면적이 35% 삭감되어 

공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저차압 운전제어에 따라 18%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감 기술

CSU설비         CSU(Continuous Ship Unloader)는 Bucket Elevator 

형식을 채용하여 연속적으로 배열된 Bucket에 의해 선박으로부터 철광석, 

석탄 등의 원자재를 연속적으로 하역하는 설비입니다. 연속적으로  

배열된 Bucket에 의해 Smooth한 하역작업이 가능하며 스윙기능으로  

해치 구석까지 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Catenary 기능으로 

Hold 바닥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바닥면 하역작업을 수행함으로  

불도우져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하역작업을 행함에 

따라 하역효율이 높으며 밀폐형으로 분진 비산이 없고 기동, 감속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어 후방설비 동력의 최적화 및 자동화와 함께 

종합설비 동력을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혁신

포스코플랜텍 기업부설 

연구소(기술창조그룹)  

▶ 특화설비 및 

미래성장사업 연구

2010. 12. 

포철산기 신기술개발실 

▶ 물류처리 자동화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구

2009. 03. 

포철산기 신기술개발실

▶ 대체에너지 산업 

 (태양광, 수소전지) 

연구

2006. 12. 

포철산기 신기술개발실 

▶ 중장기 발전 과제 

(연료전지, 마이크로급 

선반, 도금) 연구

2003. 09. 

포철산기 연구개발 

▶ 물류처리 

자동화시스템 연구

2001. 12. 

포스코플랜텍 기술연구소 발전 역사

창조경영
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포스코플랜텍은 이해관계자간의 시너지 향상, 제작역량 강화 및 

혁신적인 사고와 도전정신 그리고 차별화된 능력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기술을 개발,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도전과  혁신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21세기 Global Plant 기술을 선도하는 Engineering 

회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기술혁신

모래+소석회

생활쓰레기

공기
연소로

사이클론 보일러

재

수증기 터빈

전기생산

탈황설비, 집진설비

물 정수처리 물

물

가스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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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은 태양으로부터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발전방식입니다. 포스코플랜텍은 포항제철소 후판제품 창고동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공급을 비롯한 창녕, 의성, 영천, 봉화, 고흥, 부안, 

해남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태양광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  및  아시아  각국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사업

태양열 발전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대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광 

발전과 달리 태양열 에너지의 흡수, 

저장, 열변환 등을 통하여 발전뿐만 

아니라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2011년 4월 영국 

EP사(Earth Power Holdings)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11개국의 태양열 발전 시스템 제작, 시공의 독점권을 획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열사업

스치는 한줄기 바람 또한 소중한 에너지입니다. 바람의 힘을 회전력 

으로 전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써 어디서나 에너지원을 이용 

하여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석유, 가스 등의 수입을 줄이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각종 풍력발전기의 설치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풍력발전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타워, 터빈발전기 제작, 해상 풍력발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 입니다. 2010년 9월 경포 풍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기술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력사업

자동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혁신 기술의 주인공인 포스코 

플랜텍이 새롭게 주력하는 신 가치창출사업입니다. 포스코플랜텍은 

고객이 최상의 기술과 최적의 설비로 최고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설비 ·프로세스  개선활동에  박차를  가하여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사업

지표면의 땅 속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과 암석을 포함하여 땅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통한 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열에너지

포스코플랜텍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친환경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추구하되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고 있는 포스코 

플랜텍은 태양광 및 풍력사업 등 각종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환경을 더욱 맑고 푸르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녹색성장 신사업 포스코플랜텍은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자력발전 

설비의 보조기기인 열 교환기 및 탱크, 스테인리스 구조물, 격납건물  

철판 등의 부대설비 제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사업

Robot자동화는 유해작업장, 비효율적 환경에서의 인력에 의한 작업을 

Robot가 대체함으로써 생산성과 작업능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동화 Robot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Robot

수행실적

광양제철소 1, 2 CGL Pot 전면  

Dross 제거 Robot 설치

개발 프로젝트

 - 전로 내화물 축조 자동화 

    Robot 개발

- 근력증강(Wearable) 

   Robot 개발

압축기 팽창밸브

순환펌프

5m
50m

지열루프파이프

콘덴서

열교환기

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40 41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CREATIVE MANAGEMENT 

핵심 인재양성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1월 1일 합병 이후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글로벌 전문인력을 확보차원에서 채용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상반기부터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구조적 

선발기법”이라는 선진화된 채용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선발기법”은 “Assessment Center(평가센터)” 라는 역량평가 

방식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다양한 면접기법을 활용해 지원자의 분석력,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및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지원자가 갖춘 현재 능력보다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확보

포스코플랜텍 인재육성의 목표는 창조적 지식근로자 육성입니다.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역량, 상하/동료간 신뢰와 소통 구축을 위한  

리더십역량, 분야별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전문역량, 어학 및 비즈

니스 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역량을 기반으로 직급별 해당되는 교육에 

대해 평가, 승진 등 인사와 연계한 학습체계 운영으로 자기주도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기술의 포스코 

플랜텍을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인재로 양성되게 됩니다.

인재육성

Project Manager 및 Construction Manager 양성제도

포스코플랜텍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2010년 부터 자체 인재육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인 자체 직무전문 역량교육을 

통해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에 걸맞은 PM(Project Manager) 및 

CM(Construction Manager)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사내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34명의 사내강사가 탄생되었고 

각자 담당한 과정의 교재를 제작하여 자체 직무전문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 전문인력 양성제도

포스코플랜텍은 고급기술전문가(PCP, POSCO PLANTEC Certified  

P ro fe s s i o n a l )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급기술 

전문가(PCP) 제도는 단기간에 육성이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수한 엔지니어를 후보로 선발해 1 ~ 2년간 과제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회사내 Top Level의 수준에 도달하면 Junior Master의 

자격을 부여하고, Junior Master가 글로벌 Top Level수준으로 역량을 

높이면 Senior Master 의 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현재 Junior Master 

후보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력 증진을 위한 복합공간 운영 및 문제해결 기법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9월 16일 직원간 소통과 창의적인 발상을 

장려하기 위한 공간인 플레카를 오픈 하였습니다. 플레카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무언가를  깨달았을때 ,  외친 

유레카(EUREKA)와  포스코플랜텍을  결합하여  만든  단어로  이 

문화공간에서  부서단위의  간담회와  워크숍 ,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직원들 간의 소통과 창의적 사고를 넓혀 나가고 있으며, 또한 

6시그마, 즉실천, TRIZ, 궁즉통(궁하면 통함) 등 다양한 기법을 혼합한 

포스코그룹형  “창조적  문제해결  기법”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핵심인재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재양성 프로그램

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합병 이후 교육시간 및 교육비가 대폭 증가하

였습니다. 이는 전사 벽허물기, 독서아카데미 및 직책보임자 노무관리 

강화 등의 교육프로그램 강화에 기인하며,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는 

0.15%에 해당합니다.

▒ 단위 _ 명교육인원

5,9952010년

2011년 상반기 5,211

▒ 단위 _ 시간인당 교육시간

182.82010년

2011년 상반기 121

▒ 단위 _ 천원인당 교육비

1,1382010년

2011년 상반기 658

포스코플랜텍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사를 지향합니다. VISION 

2020의 달성은 핵심인재양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2010년

70 %

2011년

72 %

2012년

74 %

KPI(교육 만족도)

▒ 단위 _ 시간인당 교육시간

G1 260

G2 200

G3 170

G4 155

* 평균 : 180시간

교육 체계도

구분 공통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전문 역량 글로벌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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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Environmental 
Management
포스코플랜텍은 환경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기술개발과 열린소통을 기반으로  

환경건전성을 확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환경  _  경영전반에 걸친 모든 활동을 환경 윤리적 관점을 고려해 실행함으로써 친환경기업 Identity 구축

• 녹색  _   환경이슈에 대비해 프로세스의 변혁을 추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확대

• 미래  _  미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수립과 환경경영 체계 구축

글로벌 환경경영 추진 44

환경오염방지 프로젝트 45

기후변화 대응 46

태양광 프로젝트 48

_  환경경영

포스코플랜텍이 수행한 태양광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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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포스코플랜텍은 기업의 환경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환경

경영을 품질경영과 함께 경영의사결정의 기본요소로 삼아 생산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적 개선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경영방침을 설정하여 운영한다.

환경경영 방침

광양제철소 유기물 폐수 슬러지 처리설비 개체 프로젝트

포스코 광양제철소 1, 2, 3, 4Utility 각 지역 폐수처리설비에 운영중인 

Belt Press 설비의  노후화로  폐기물  처리시  응축수  발생에  따른 

주변오염과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점을 설비 개체공사를 통해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 및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구미보 수문 프로젝트

포스코플랜텍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개발사업의 일환인 낙동강 

30공구  구미보에  설치되는  수문  및  부대설비를  일괄  공급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물부족과 홍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프로젝트

포항제철소 화성공장 고농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개소 개선 프로젝트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공장 정제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식성 가스로 

인한 설비의 열화, 노후화, 악취 등 계속 사용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및 환경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개선공사를 

통해 산업재해 방지와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포스코특수강 신제강 집진설비 신설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포스코특수강이 발주하여 신제강 신설관련 60ton 전기로 

후단에 집진기(38,000㎥/min)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 30일 

계약하여 2011년 11월 18일 준공 예정입니다. 포스코플랜텍은 이 프로젝

트를 통하여 고객사의 대기오염 유발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포항제철소 2,3선재/ 1,3후판 가열로 부생가스 정제설비 프로젝트

포스코 포항제철소 2,3선재/ 1,3후판 가열로 배관 막힘의 주요 원인 

물질인 Tar, Dust 및 수분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타르와 수분 

제거 정제장치를 설치하여 배관 막힘 및 부식방지로 생산성 향상과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프로젝트

포스코플랜텍은  2 0 1 0년  1 1월  1 8일 

로이드 인증원(LRQA Korea)으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서를 

받고 ,  환경  오염원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증서 취득은 포스코패밀리의 

통합환경경영체제 구축을 가시화 하는 

의미가  있으며 ,  포스코플랜텍은  환경 

보전을 우선하는 기업임을 대내외에 표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합 환경경영 체제 구축

글로벌 환경경영 추진
포스코플랜텍 경영의 패러다임은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방침에 따라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며, 환경

경영 Risk가 기업가치 및 Business에 직결되어 기업 경쟁력의 중

요 요소임을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은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서 사내 환경오염 방지 

활동에 그치지 않고, 엔지니어링 대기오염방지 및 수질오염방지 

프로젝트를 통하여 환경성과 측면에서 고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방지 프로젝트

환경경영 방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활용 및 폐기물  

최소화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환경법규와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업무수행 시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환경경영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교육, 의식개혁, 기술개발에 솔선하고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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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은 환경경영 방침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에너지절감, 

폐기물관리 및 수질오염 등의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7일 “녹색환경 Green Start운동 실천 서명식”을 갖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 Green Start 운동

포스코플랜텍은 2011년 3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 및 개인 전열기구 사용 안하기, 냉난방 시스템 개선, 형광등 

개별 스위치 설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폐기물 발생의 감축을 위하여 기름걸레 재사용하기 및 재활용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및 폐기물 감축

포스코플랜텍의 환경경영 방침에 대해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정착화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공유를 통해 환경경영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정착화 활동

포스코플랜텍은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  구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패밀리 환경경영 구축활동 참여

포스코플랜텍은 매년 사회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포항 운제산 산여계곡 및 형산강과 합류하여 영일만으로 흐르는 칠성천의 쓰레기 줍기, 제초작업 등 

환경오염 정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가리 등 생물서식지 복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및 서식지 복원노력

▒ 단위 _ 휘발유, 경유(ℓ) / LNG (㎥)유류 사용량

111,125
휘발유

경유

LNG 

52,549

185,407

115,262

21,677

12,055

▒ 2010년

▒ 단위 _ 온실가스 (t CO2) / 폐기물 (kg/ton)온실가스 및 폐기물 발생량

1,887
온실가스 

폐기물 

1,792

3.82

3.63

▒ 2010년 ▒ 2011년 목표

▒ 단위 _ 전기사용량 (kWh) / 수돗물사용량 (ton)에너지

3,798전기 
사용량 

수돗물 
사용량

3,608

35

31.5

▒ 2010년 ▒ 2011년 목표 (절감목표 : 전기 5%, 수돗물 10%)

*취수원 : 경북 영천시 자양댐

(절감목표 : 5%)

▒ 단위 _ kg/ton지정 폐기물

3.82지정 폐기물 
발생량 3.63

▒ 2010년 ▒ 2011년 목표

▒ 단위 _ 복사용지 사용량 (장) / 종이컵 사용량(EA)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kg)생 활

5,796복사용지  
사용량

종이컵  
사용량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898

261

131

2.07

1.04

▒ 2010년 (절감목표 : 50%)▒ 2011년 목표

▒ 2011년 상반기

폐기물 감축활동

녹색생활 4대 항목

구분 추진내용

폐유 오일 점도측정 후 적정시기 교체기준 정립

폐 페인트 도장용기(캔) 재활용, 임의폐기 금지

폐 걸레류 오염도에 따른 재활용 수거함 설치 운영

폐 용접봉 혼입폐기물 분리수거

구분 추진내용

환경경영  

목표부여 및 실행

부서별 목표부여 및 실적점검 

환경경영시스템  

진단평가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진단

내부심사 심사결과 미진사항 조치(시정조치 요구)

환경경영 방침 외주사 

공유 및 참여 유도
환경경영방침 전자조달 시스템 공지

시스템 접속시 환경경영 방침 동의 클릭후   

 다음 단계 진행

계약서에 환경관련 준수사항 표기 및 준수 등

구분 추진내용

환경교육 참여 POSCO 환경교육(e-러닝) 전직원 수강

부서별 환경교육 실시

환경경영시스템 내부 심사원 및 실무자 위탁교육 실시 

환경 Audit 및 

컨설팅 활동 

Audit 및 컨설팅 활동 참여

Green Family 

녹색실천 활동 

POSCO Green Walk활동 참여 

• 4층 이하 계단걷기 _ 가족과 함께하는 실천운동 계몽활동

• 자전거 타기 _ 가족과 함께하는 실천운동 계몽활동

• 대중교통 이용하기 _ VP보드판 게시 및 VP시 실천요령 숙지 

• 승용차 함께 타기 _ 실천활동 동참을 위한 사내 공지 

• 체중, 허리둘레 줄이기 _ VP와 연계한 실천운동, Health-UP카드 활용 

• 보고서, 프린터물 줄이기 _ 실천캠페인, 주기적 홍보(공지사항 등)

• 종이컵 사용 안하기 _ 전 임직원 머그잔 지급, 주기적 홍보(공지사항 등)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_ 월 1회 중식시간 식당에서 계몽활동

• 외출시 사무기기 끄기 _ 실천 스티커 제작 사무기기에 부착

• 중식시간 사무실 조명 끄기  _ 전등스위치에 조명등 끄기 실천 스티커 부착

• 개인 전열기구 사용 안하기  _ 전열기구 사용여부 점검(카메라 고발) 

• 자동차 공회전 끄기 _ 계절별, 장소별 실천 캠페인

모으기

• 수돗물 잠그기 _ 월 1회 양치질 개인컵 사용하기 홍보

• 회사봉투 재사용하기  _ 실천캠페인, 주기적 홍보(공지사항 등)

• 이면지 모으기  _ 실천캠페인, 주기적 홍보(공지사항 등) 

• 분리수거 하기 _ 실천캠페인, 주기적 홍보(공지사항 등)

끄기

걷기

줄이기

포스코플랜텍은 환경경영 방침에 따라 녹색환경 Green Start 

운동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 Green Start 운동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에너지 

사용량  감소 ,  폐기물  감소하는  전략임과  동시에  전직원의 

환경경영에 대한 의식을 높여 녹색생활을 실천하게 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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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플랜텍은 2010년 전남 고흥의 신양에너지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3건, 3.7MW용량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는 

경북 영천의 한국태양광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4건, 2.5MW용량의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태양광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12건, 11.25MW 용량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2010년 한해 포스코플랜텍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전력 

생산량은 10,774MWh에 달하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4,864톤을 

저감한 것과 동일한 환경적 성과입니다. 

국내 태양광사업 추진

포스코플랜텍은 해외 태양광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 및 아시아 각국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태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2010년도 공사시작을 기점으로 NF 

Solar Invest 포함 13건의 프로젝트를 완공했으며, 2011년 10월까지 4개 

프로젝트 추가완공을 통하여 이태리에서만 총 17개의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태리 태양광 프로젝트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는 연간 19,389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태양광 사업 추진

국내 태양광 발전량 및 CO2 저감량

프로젝트명 지역 발전량(MWh) CO2 저감량 (ton/year)

신양에너지 전남 고흥 929 419 

대동쏠라 전북 부안 883 399 

고암 태양광 경남 창녕 2,052 926 

덕암 에너지 전남 해남 1,303 588 

용방 에너지 전남 해남 1,090 492 

한국 태양광 경북 영천 1,203 543 

우림 태양광 경북 의성 266 120 

영진 솔라테크 경북 봉화 1,268 573 

고단 태양광 강원 강릉 614 277 

금성 태양광 충남 금산 1,166 526 

합계 10,774 4,864 

이태리 태양광 발전량 및 CO2 저감량

발전소명
예상발전량 

(MWh/year)
CO2 저감량 

 (ton/year)

SKY Casalbordino 2,470 1,115 

SKY Elektron 1,372 620 

Abacus 2,608 1,178 

Tomas Lin 1,449 654 

Energy Solution 1,369 618 

Yellow12 1,409 636 

Saticoy 2,753 1,243 

K&L Energy 4,057 1,832 

Melilli 2 1,304 589 

Melilli 3 1,449 654 

Melilli 5 869 393 

Bondife 2 1,304 589 

NF Solar Invest 5,548 2,505 

SKY Calabria 6,658 3,006 

ASWEP PV Plant 4,161 1,879 

Sunmax PV Plant 2,774 1,252 

Greenvalue PV Plant 1,387 626 

합계 42,943 19,389 
* tCO2/MWh=0.4515

   (출처 : 지식경제부 산하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온실가스배출계수, 2009년)

태양광 프로젝트
포스코플랜텍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사업 등 미래사업 진출을 

통해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깨끗하고 

풍요로운 우리의 미래를 포스코플랜텍이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포스코플랜텍은 두 번째 해외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로 태국 중부지역 

일대에 총 사업비가 1억 달러에 달하는 28.95MW급 초대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010년 9월 2일 태국의 타이 솔라 플랜트(Thai Solar Plant)와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전문기업인 에버테크노와 함께 3자간 사업협약 

(MOA)을 체결하고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태국에 28.95MW급 태양광발전소 추진 

▣ 포항제철소 ▣ 신양 태양광(전남고흥)

▣ 고암 태양광(경남창녕)

▣ 대동 쏠라(전북부안)

KOREACO2  4,864ton
저감

▣ 이태리 태양광
▣ 착공식

CO2 19,389ton
ITALY

저감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ENVIRONMENT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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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과 데이터

▒ 단위 _ 백만원공급사/외주파트너사 비중

   27,325 
재 료 비

        15,838 

  327,432 외 주

용 역 비 190,625 

    80.70 매 출 액  
비중(%)          82.50 

▒  2010년 ▒  2011년 상반기

▒ 단위 _ 백만원정부/지역사회 - 세금납부현황

     5,783 
내국세

         7,305 

466 
지방세

           136 

▒  2010년 ▒  2011년 상반기

▒ 단위 _ 백만원직원-인건비

         35,189직 원

급 여 18,649 

          5,723 퇴 직

급 여           1,849 

          5,856 복 리

후생비           4,351 

▒  2010년 ▒  2011년 상반기

▒ 단위 _ mg /ℓ폐수  수질 (기준 : 20)  

10.95
2009년

11.40

11.05
2010년

12.15

10.20
2011년 6월

14.10

▒  BOD ▒  SS

▒ 단위 _ 백만원직원 - 연금지원내역

933국민연금
(회사부담) 524

▒  2010년 ▒  2011년 상반기

벌금 또는 과징금 납부내역 (2010. 12)

구분 납부처 금액 (백만원)

하도급 공정거래 과징금 납부 공정거래위원회   40

▒ 단위 _ 백만원기부금 내역

36기부금 
내 역 19

▒  2010년 ▒  2011년 상반기

▒ 단위 _ 백만원정부보조금 수혜실적

51정 부

보 조 금 
수혜실적 166

▒  2010년 ▒  2011년 상반기



52 53POSCO PLANTEC SUSTAINABILITY REPORT 2010 APPENDIX

제3자 검증의견서

서문 

한국표준협회(이하  ‘검증인’)는  포스코플랜텍으로부터  ‘2010 

포스코플랜텍  지속가능성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인은 포스코플랜텍이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 성과 및 관련 시스템의 증거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독립적인 

검증 의견을 제시합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정리 

및 보고서의 모든 주장에 대한 책임은 포스코플랜텍에 있습니다. 

독립성

검증인은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포스코 

플랜텍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검증표준 및 수준 

검증인은 AA1000AS 2008 검증표준(AA1000 AS)과 ISO 26000, 

GRI G3.1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AA1000AS 

2008 검증표준의 검증 원칙인 포괄성, 중요성 및 대응성의 원칙을 

보고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  포스코플랜텍의 보고서 내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일반 수준의 보증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검증 유형 및 범위 

검증인은 AA1000 검증표준(AA1000 AS)에 따라 유형2(Type2)에 

해당하는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유형2 검증은 AA1000 검증표준 

(AA1000 AS) 2008의  보고  책임  원칙에  따라  보고서에  담긴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본 검증의 범위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의 ‘2010 포스코플랜텍 지속가능성보고서’ 내용과 포스코플랜텍 

본사에 대한 현장 검증으로 제한됩니다. 

검증방법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범위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고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 포스코플랜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속가능성 이슈 검토

• 보고서에 포함된 중대이슈를 결정하는 과정 검토

포스코플랜텍 경영층 및 이해관계자 귀중

• 영역별 성과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보고 과정의 적합성 검토

• 지속가능경영 관련 직원 인터뷰 수행 

• 본사 방문을 통한 지속가능성 데이터 작성 프로세스 및 시스템 검토 

• 보고서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부문서 및 기초자료의 검토

• 보고서에 수록된 재무정보와 감사보고서의 일치 여부 검토

검증결과 

검증인은  보고서  초안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증인은 

검증활동을 통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이 중대한 오류나 편견 없이 

포스코플랜텍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고 파악합니다. 

• 포괄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개발하고 달성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가?

검증인은 포스코플랜텍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참여 프로세스와 참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주니어보드 및 챌린지 보드 운영, CEO와의 대화, 사내 간행물, 

외주 파트너사 간담회와 같은 채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중요성 

포스코플랜텍과  그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포스코플랜텍이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검증인은 포스코플랜텍이 미디어 

분석, 관련기업자료 분석, CSR 수준진단, 이해관계자 리서치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성 이슈를 파악하는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거쳐 

핵심이슈를 도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응성 

포스코플랜텍은 이해관계자의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포스코플랜텍이 중요한 지속가능경영 이슈를 조직의 방침과 

활동에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분야별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 

검증인은 보고서 초안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증인은 검증활동을 

통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이 중대한 오류나 편견 없이 포스코플랜텍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고 파악합니다. 

포스코플랜텍은 ‘Great Partner in Plant World’라는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사랑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사회·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책임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경영활동에 

접목시킴으로써 직원들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을 Global Standard 

수준으로 확립해 나가고자 2011년 5월에 ISO 26000추진반을 신설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사회적책임  역량  향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경영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 윤리경영

포스코플랜텍은 Vision 2020 달성을 목표로 하며,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2011년부터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해외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해외법인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다 

함께 지켜야 할 글로벌 비즈니스 윤리기준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윤리경영 관련 위험 시나리오 정비 및 협력업체의 공정운영 확대 지원 

정책(사회적 책임 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수립을 권고합니다. 

• 노사문화

포스코플랜텍은 남녀 차별이 없는 채용 및 보상체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다양성 제고 및 직원들의 연령대와 수요에 

맞는 탁아 · 퇴직보험 등의 복리 후생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측정하고 

있는 행복지수의 지속적인 향상을 권고합니다. 

•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참여

포스코플랜텍은 사회공헌활동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사회공헌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향후, 포스코플랜텍이 

수행하는  EPC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 

현장의 지역경제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이 높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개발을 권고합니다. 

• 녹색성장

녹색성장 신사업으로 해외 태양광 발전설비, 풍력 등 녹색에너지 

사업을  전개하여  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회사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  향후 ,  환경안전  보건경영  전략  및  성과평가  시스템을 

지속가능경영전략과 통합함으로써 실행 방안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합니다. 

• 기후변화 대응

환경경영방침에 따라 녹색환경 Green Start 운동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에너지 목표관리, CO2 

배출량 산출 및 저감 목표를 수립하여 전사적인 저감 개선활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여  CO2 배출량  전망치와  저감목표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 원단위 산출지표는 표준화된 

단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GRI보고

GRI Index(부록)에 기록된 GRI 지표들에 대해 보고서가 그 전체 또는 

부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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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는 1962년 한국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산업표준화, 품질경영, 지속가능경영, KS·ISO인증 등을 기업에 보급·확산하고 

있는 지식서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ISO 26000 국내간사기관, GRI 지정 

교육기관, AA1000 검증기관,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KSI) 운영기관, UN 

CDM운영기구,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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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6000 이행성과ISO 26000 수준진단 보고서

포스코플랜텍은 사회적 책임 이행의 글로벌 표준을 지향합니다. 

ISO 26000에 기반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을 심층분석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진단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ISO 26000에 기반하여 개발된 사회적 책임 추진 Framework 

진단 툴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진단 방법은 문서진단(ISO매뉴얼, 회계감사보고서 등)과 

현장진단(직원 인터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결과

ISO 26000이행수준을 한국표준협회가 개발한 사회적책임추진 Framework 진단 툴에  

의해 실시한 결과, 프로세스 분야보다 성과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리더와 비교할 때 프로세스 분야에서는 사회적책임인식, 핵심주제와 쟁점에 대한 분석,  

우선순위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 실행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성과 

분야는 조직 Governance, 인권, 환경, 소비자이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노동은 차이가 근소하며 공정운영관행은 대등한 수준이었습니다. 

개요

• 경영진은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나 전구성원의 인식 공유가 필요함

• 이해관계자 참여절차가 일부 부서에 한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짐

• EPC 사업 관련 사회적책임 이슈들을 ISO 26000의 핵심주제와 연계하여 도출해야 함

• 글로벌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해외 사업장에 대한 실사 기준수립이 필요함

•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목표 및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일반적인 경영활동상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수행됨

• 지속가능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검증절차 수립되지 않음 

• 동반성장관련 협약 이행 등 일부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개선활동 이루어짐

프로세스 진단

• 조직 Governance : 사외이사 확대,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함

• 인권 : 실사, 인권위험상황 파악, 공모회피관련 제도가 마련이 필요함 

• 노동관행 : 과거 공기업으로서의 전통과 전문경영인체제로 인해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MBO,  독서경영을 통해 인적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환경 : 친환경설계 및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경영 지원 등 보다 확대된 활동이 요구됨

• 공정운영관행 : 포스코의 패밀리사로서 FCPA(미국해외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실행 및 적법절차준수에 대한 의지가 높음

• 소비자 이슈 : 공정마케팅 활동은 우수하며 소비자 보건 및 안전보호, 지속가능소비 이슈에  

   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함 

• 지역사회 : 사회봉사활동시간(1인당 36시간)은 높은 수준이며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산학 

    협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전문지식, 기능, 기술 개발 및 적용 프로 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성과 진단(7대 주제 관련 종합 성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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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프레임워크 개요 (8대 프로세스, 7대 핵심주제)

사회적 책임 인식

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조직의 현 상황을 검토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검토, 참여전략을 수립

핵심주제와 쟁점 분석

쟁점검토와 조직 내부역량  

분석을 통해 쟁점목록 작성

실행

전략과 비전, 목표와 실행계획을  

실행하고 사회적 책임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의사소통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검증

성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과 보고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 개선으로 연결

우선순위와 실행전략 수립

조직역량을 고려해 개선,  

관리해야 할 쟁점의 우선순위,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

조직 거버넌스

사회적 책임 원칙을 존중하고 이를  

기존의 시스템, 정책과 관행에  

통합하는 활동

인권

조직 내와 조직의 영향권 내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 존수하여  

실현하는 활동

노동관행

조직 내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행

공정운영관행

조직과 파트너, 공급자 등 조직과  

타 조직간 거래의 윤리적 행동에  

관심을 두는 활동

소비자 이슈

소비자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마케팅 

정보와 계약, 지속가능소비 촉진 등  

소비자 권리 보호 활동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여 그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활동

환경

환경에 미치는 조직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조직의 결정과 활동의 의미를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활동

조
직 

전
반
에 

사
회
적 

책
임
을 

통
합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핵심주제 해당조항 주요활동 페이지

6.2

조직 

Governance

6.2.2 원칙과 고려사항　 • 포스코플랜텍의 CSR 전략을 공개

• 지속가능경영 추진조직을 운영함

• 이사회의 의사결정시 CSR 고려

16

15

16

6.3

인권

6.3.3 실사 • 글로벌 사업 비중을 확대에 따라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가이드라인』시행

• 사업장에 대한 실사 기준수립은 검토 중에 있음

18

6.3.4 인권 위험상황 • 정치불안, 빈곤 등 인권침해의 위험이 악화될 수 있고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음 19

6.3.5 공모회피 • 직접공모 및 침묵공모 사실 없음

•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협력사와 거래

19

6.3.6 고충처리 • 노경협의회와 공동으로 해피콜 및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충처리 활동 전개 29

6.3.7 차별과 취약그룹 • 여성 신입직원의 채용비율 증가

• 전 직원에게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 노경협의회 여성 근로자 위원선출

28-29

6.3.8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  『행복』을 핵심가치로 『천국으로 출근하는 직원』을 전략과제로 채택 14

6.3.9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  지역사회 구성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활동 추진 32-33

6.3.10 근로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 •  UN인권선언 및 국제노동기구 (ILO)의 규정을 지지함 19

6.4

노동관행

6.4.3 고용과 고용관계 •  노동법이 부과한 의무를 준수 

•  모든 임직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음

•  근로자의 개인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26-29

25

6.4.4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  임직원 및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로조건 제공 26-29

6.4.5 사회적 대화 •  노사관계 커뮤니케이션 28-29

6.4.6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  인간존중을 위한 안전재해 제로화 선포 30-31

6.4.7 직장에서의 인적 개발과 훈련 •  창조적 지식근로자 육성을 위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40-41

6.5

환경

6.5.3 오염방지 •  대기오염 방지 및 수질오염 방지 프로젝트 수행 45

6.5.4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  친환경 기술개발 사업 및 녹색성장 신사업 추진 38-39

6.5.5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  글로벌 환경경영 및 태양광 사업 추진 48-49

6.5.6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  『1사 1산 가꾸기 운동』으로 포항 운제산 서식지 정화활동 지속적 추진 32, 47

6.6

공정운영 

관행

6.6.3 반부패 •  윤리규범 실천 및 신고제도 운영 18-19

6.6.4 책임 있는 정치 참여 •  정치후원 및 로비활동을 하지 않으며, 향후 산업발전 측면의 정책참여를 고려 17

6.6.5 공정 경쟁 •  공정거래법 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우수 표창

•  가격담합 등 불공정경쟁 행위 일체를 근절

17

6.6.6 가치사슬 내에서의 사회적 책임 촉진 •  동반성장을 위해 기술지원 등 7개 부문 16개 항목에 대해 협력사 지원 22-23

6.6.7 재산권 존중 •  공정거래법 준수 및 지배적 지위 오용, 저작권 침해 등의 재산권 침해행위는 하지 않음 17

6.7

소비자 

이슈

6.7.3 공정마케팅 •  공정한 계약행위를 추구 17

6.7.4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보호 •  엔지니어링 산업의 특성상 안전 Audit 활동 강화 30

6.7.5 지속가능 소비 •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제품 구매정책 추진 23

6.7.6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해결 •  프로젝트 유지 및 하자보수를 통한 고객가치 창출활동 24-25

6.7.7 소비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보호법 대응계획 구체화 및 ISO 27001 정보보호 국제표준을 준수 25

6.7.8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  동티모르 지역주민 필수품으로서 사랑의 옷 8,178점 전달 33

6.7.9 교육과 인식 •  엔지니어링 산업의 특성상 발주사의 요구와 기준에 부합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정보제공의 교육을 수행 25

6.8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6.8.3 지역사회 참여 •  협회가입 및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그룹과 협의 60

6.8.4 교육과 문화 •  『포스코플랜텍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포항지역 조손가정 초 · 중 · 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33

6.8.5 고용창출과 기능 개발 •  글로벌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33

6.8.6 기술 개발과 접근성 •  IT 명품인재 양성사업 주관 기관인 포항공과대학교 지원 33

6.8.7 부와 소득 창출 •  지역 공급자 구매비율이 높으며,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실행 23

6.8.8 보건 •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 및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캠페인 실시 32

6.8.9 사회적 투자 •  교육, 문화, 자원봉사, 고용창출 등 각 분야별 사회공헌 활동 실시 32-33

포스코플랜텍은 ISO 26000의 7대 핵심주제에 관한 기대사항을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포함한 사회적책임 통합 프로세스를 정착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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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32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 예: 수익, 영업 비용, 직원 보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이익잉여금, 자본비용, 세금 등 ● 51

EC2 기후 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 38 - 39 / 46 - 49

EC3 연금 지원 범위 ● 51

EC4 정부 보조금 수혜 실적 ● 51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성별 임금 비율 ● 28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 23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및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 - 관련성 낮음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지원 형태구분 포함) ● 32 - 33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 32 - 33, 51

환경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42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 47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 - 관련성 낮음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 46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 46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 46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 48 - 49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 48 - 49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 46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 -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 - 관련성 낮음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 -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 47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 47

EN15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호연맹 (IUCN) 지정 멸종 위기종 (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중대한 환경적 영향

⋄
-

EN16 직ㆍ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 47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47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 48 - 49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 -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 -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 47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

EN24 바젤 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 -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 - 관련성 낮음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 - 관련성 낮음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 -

EN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 전적 제재 건수 ⋄ -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 44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해당정보 관리계획 수립중

노동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28

LA1 성별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 26

LA2 신규직원 채용 그리고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연령층, 성별 및 지역별) ● 26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사업장 중요지역별) ⋄ -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 28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 기간(단체 협약에 명시 여부 포함) ● 28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 29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지역별 및 성별) ● 31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 30-31

LA9 노동 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 사항 ● 29

LA10 직원 형태별 및 성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 40-41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 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 29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성별 비율 ● 28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직원 범주(형태)별 구성 현황 (성, 연령, 소수 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준) ● 16

LA14 사업의 중요위치에 따른 직원 범주 별 여성직원의 남성직원 대비 기본급 및 보상 비율 ● 28

LA15 육아휴직 이후 성별 복직 및 유지비율 ● 29

세부내용 충족 보고 페이지 비고

전략 및 분석

1.1 최고 의사 결정권자 (예: CEO, 회장 또는 동급 임원)가 보고 조직 및 전략과 지속가능성의 연관성을 밝힌 선언문 ● 2 - 3

1.2 주요 영향, 위험 요인 및 기회에 대한 기술 ● 2 - 3

조직프로필

2.1 조직 명칭 ● 6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 7 - 8

2.3 주요 사업부서, 운영 회사, 자회사, 합작 회사를 비롯한 보고 조직의 조직 구조 ● 6

2.4 본사/본부 소재지 ● 6

2.5 보고 조직이 영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 7

2.6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 16

2.7 대상 시장 (지역별 구분, 사업 분야, 고객/수익자 유형) ● 7

2.8 보고 조직의 규모 ● 6

2.9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 구조 상의 중대한 변화 ● 6, 16

2.10 보고 기간 중 수상 내역 ● 60

보고 매개변수

3.1 보고 대상 기간 (예: 회계 연도/달력 연도) ● About this report

3.2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존재하는 경우) ● About this report

3.3 보고 주기 (매년, 격년 등) ● About this report

3.4 보고서 및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 About this report

3.5 보고 내용 정의 프로세스 ● About this report

3.6 보고 경계 (예: 국가, 사업부, 자회사, 임대 시설, 합작 회사, 공급업체) ● About this report

3.7 보고 범위 또는 보고 경계 상의 구체적인 제한사항 ● About this report

3.8 합작 회사, 자회사, 임대 시설, 외주 업무 등 기간별 또는 조직간 비교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객체에 대한 보고 기준 ● About this report

3.9 성과 지표 등 기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용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가정과 기법을 포함한 데이터 측정 기법 및 계산 기준 ● About this report

3.10 이전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로 인한 효과 및 재기술 사유 ⋄ - 최초보고서

3.11 이전 보고 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 방식 상의 큰 변화 ⋄ - 최초보고서

3.12 보고서 내에서 표준 공시 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 55 - 57

3.13 외부 검증을 구하기 위한 정책 및 현재 활동. 외부 검증의 범위와 기준. 보고 조직과 검증기관 간의 관계 ● 52 - 53

지배구조, 책임 및 참여

4.1 조직의 지배구조 - 전략 수립, 전사적 감독 등을 책임지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 포함 ● 16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 ● 16

4.3 이사회가 일원화된 조직의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임원이 아닌 구성원의 수와 성별 명시 ● 16

4.4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 16

4.5 이사회 구성원, 고위 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상(부서별 구성 포함)과 조직의 성과 (사회/환경 성과 포함) 간의 관계 ● 16

4.6 이사회 내의 이해 관계상의 충돌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 16

4.7 경제/환경/사회 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에 의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전문성 기준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 16

4.8 경제/환경/사회 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미션/핵심가치 진술문, 행동 강령 및 원칙 ● 16

4.9 이사회가 경제/환경/사회 성과 파악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절차 - 관련 위험 요소 및 기회,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 행동 강령 및 원칙 준수 포함 ● 16

4.10 이사회 자체의 성과, 특히 경제/환경/사회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 16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여부 및 채택 방식에 대한 설명 ● 16

4.12 경제/환경/사회 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 19, 54

4.13 협회 (예: 산업 협회) 및 국가별/국제적 정책 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 60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 11

4.1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기준 ● 10

4.16 참여 유형,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현황 ● 9 - 11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이에 대한 대처 방식 ● 11

● 보고        ◦ 미보고        ⋄ 해당사항없음        ◐ 부분보고

GRI G3.1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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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이태리 태양광발전소(6.5MW급) 준공

2010. 10 영일만 신항만 가공제작공장 착공(66,116m2) /원료처리설비 브랜드 타이칸 런칭

2010. 2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

2010. 1  포스코플랜텍으로 사명변경(포철산기 ·포철기연 통합)

2009. 9  POSCO 공작정비공장 설비인수

2008. 8 ~ 9 고암(1.6MW급), 덕암. 용방(1.9MW급) 태양광발전소 상업발전 개시

2008. 6 인천국제공항 2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BHS) 공급

2008. 6 국내최초 1MW급 지붕태양광발전설비 준공 (포항제철소 후판제품 창고동)

2006. 8 대만 흥달화력발전소 석탄취급설비 프로젝트 수주

2006. 5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5개분야 전문기업지정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

2005. 6  여수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BHS) 공급

2004. 7  말레이시아 바쿤수력발전소 수문설비 수주

2001. 4   김해국제공항 수하물처리시스템(BHS) 수주

2001. 3  인천국제공항 1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BHS) 수주 

1996. 1 컨베이어시스템 ISO9001 획득

1994. 4 포철산기(주)로 상호변경

1993. 8 (주)동양기공 인수 및 Roller 생산. 산업기계 제작 개시

1991. 5 제철정비(주) 재창립(건설·철구사업 posco e&c 이관)

1987. 6 일반건설업 영업 개시

1982. 4 제철정비(주) 창립

회사연혁 및 수상실적
지표내용 충족 보고 페이지 비고

인권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18

HR1 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과 계약 건수 및 비율 ◦ - 계획단계에 있음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 및 기타 협력사들의 인권 심사 비율 ◐ 19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 (교육이수 직원 비율 포함) ◐ 18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 - 관련사례 없음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거나 위반된다고 판단된 업무분야 및 주요공급자 및 보장조치 ● 28 - 29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중요공급자 그리고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치 ● 19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중요공급자 및 그리고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 19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 18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 -

HR10 인권 심리(審理) 그리고/또는 인권 영향 평가를 받는 사업장의 비율 및 개수 ◦ - 계획단계에 있음

HR11 공식적인 민원처리 방법에 의해 접수, 제기 및 해결된 인권 관련 민원의 수 ⋄ - 관련사례 없음

사회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20

SO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 32 - 33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 18 - 19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 18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 19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 17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 17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 17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 전적 제재 건수 ● 51

SO9 지역사회에 중대한 잠재영향을 가진 또는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 ⋄ -

SO10 사업활동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중대한 잠재영향을 가진 또는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조치 ⋄ -

제품부문 경영방식 공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34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 24 - 25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결과 유형별) ⋄ -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 - 홈페이지에 공개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결과 유형별) ⋄ -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 23, 25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 - 제반법규 준수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 25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 - 관련사례 없음

포스코플랜텍은 이 보고서를 지속가능성보고서 국제기준인 G3.1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적용수준을 ‘A+’로 자체 선언합니다.

한국표준협회는 포스코플랜텍의 2010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독립 검증하였으며, GRI G3.1 적용수준이 ‘A+’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GRI G3.1 적용수준 선언

2002
가이드라인의거

C  C+ B B+ A A+

필수 자체 선언

선택 제3자 확인

외
부
검
증
보
고
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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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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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
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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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증
보
고
서

회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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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설문서

2010 포스코플랜텍 지속가능성보고서 독자의견 설문서

이 보고서는 포스코플랜텍의 경제  ·  환경 · 사회 분야에서의 주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향후 경영활동에 

반영해 나가고자 발간되었습니다. 포스코플랜텍이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사랑 받고,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보고서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포스코플랜텍 임직원 � 주주 � 금융기관 � 발주사 � 협력사 � NGO

� 지역 주민 � 학계 � 정부 � 언론계 � 연구기관 � 기타 (   )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기업 지배구조 �공정거래 �윤리경영  �동반성장             �고객 가치창출 

�임직원  �노동 �안전 및 보건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기술혁신             �녹색성장 신사업 

�핵심 인재양성 �글로벌 환경경영 추진 �환경오염방지 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프로젝트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조직 거버넌스 � 인권 � 노동관행

� 환경 � 공정운영관행 � 소비자 이슈 � 지역사회의 참여와 발전

1.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이해관계자 그룹에 해당하십니까?

2. 귀하의 주요 관심영역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3.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충실도 및 유용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5. 이 보고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6. 보고서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7. 포스코플랜텍의 경영활동에 대한 기대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수신 _ 포스코플랜텍 ISO26000추진반  /  전화: 054-279-7451  /  팩스: 054-279-7999  /   이메일: bluebreath@poscoplantec.co.kr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포스코플랜텍이 사랑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시해야 할 활동은 무엇입니까?  중요도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CEO Message � � � � �

지속가능성 주요 성과 � � � � �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 � � �

지속가능경영 � � � � �

열린경영 � � � � �

창조경영 � � � � �

환경경영 � � � �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음 매우 만족하지 않음

� � � �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해외건설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경북동부안전관리인협의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환경보전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생산성본부 경북동부지역경영자협회

한국수입업협회 한국감사협회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금속재료학회 포항친환경공단추진협의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광양산단기업체협의회

협회 가입현황

수상실적

• 근로자의 날 석탑산업훈장 수훈

• 제45회 무역의 날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노동부 장관)

2008   
• 제26회 산업안전보건대회 산재예방부문  

   대통령 표창1993

• 제40회 산재예방부문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인천국제공항공사 최우수 업체 선정2007   • 전국기능경진대회출전 은메달1, 동메달1 수상1987   

• 제40회 납세자의 날 석탑산업훈장 수상2006   • 제23회 저축의 날 저축금탑(대통령상) 수상1986

• 인천국제공항 1단계 수하물처리시스템(BHS)  

   수행공로 산업포장(대통령) 수상2001   
• 대구경북 품질관리분임조 활동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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