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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과

■ 환경 성과

1. 포항 2개, 광양 2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단위 2021 2020 2019

환경 정책
환경경영시스템

(EMS) 인증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취득 사업장 수

개 4 4 4

환경경영시스템(EMS) 인증 사업장 비율 % 100 100 100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1 & 2)

합계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 총량 
(Scope 1 & 2)

tCO2-e 7,172 7,252 7,782

직접 온실가스 직접 온실가스 배출 총량 (Scope 1) tCO2-e 691 732 840

간접 온실가스
지역기반(location-based) 간접 
온실가스 배출 총량 (Scope 2)

tCO2-e 6,481 6,520 6,942

기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 총량(Scope 3): 
임직원 출장

tCO2-e 390 - -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 총량(Scope 3): 
폐기물

tCO2-e 35 43 32

환경부 온실가스 할당량
환경부 온실가스 유상할당량 tCO2-e 0 0 -

환경부 온실가스 무상할당량 tCO2-e 0 0 -

온실가스(GHG) 배출 집약도
온실가스 배출(Scope 1+Scope 2) 
집약도(매출액 기준) 

tCO2e/
십억 원

0.9 0.8 -

조직내부에서의 
에너지 생산

재생에너지 생산량

재생에너지 도입 개소 합계1 개 4 4 4

재생에너지 총 생산량 kW 1,161,406 1,169,926 1,167,672

재생에너지 생산량 – 포항 2개소 kW 645,366 682,707 617,714

재생에너지 생산량 – 광양 2개소 kW 516,040 487,219 550,498

조직내부에서의 
에너지 소비

직접 
에너지 
사용량 

총 사용량 직접 에너지 사용량 GJ 12,711 13,206 15,282

비재생에너지 
사용량

비재생에너지 사용량: 연료(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 양수 등)

GJ 12,711 13,206 15,282

재생에너지 사용량 재생연료 사용량 GJ 0 0 -

간접 
에너지 
사용량

총 사용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GJ 133,856 134,656 143,370

전기 소비량

전기 소비량 – 충주 GJ 91,540 92,245 98,140

전기 소비량 – 판교 GJ 27,016 28,669 30,147

전기 소비량 – 포항 GJ 9,974 9,634 10,91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단위 2021 2020 2019

조직규모

임직원 수 명 1,916 2,064 2,472

사업장 수 개 4 4 4

자기자본 백만 원  359,204  369,963  366,269 

부채 백만 원  287,766  314,482  309,150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경제적 가치 분배
배당 (투자자에 지급하는 
지불금)

백만 원 7,590 7,590 7,590

* 세부 재무관련 정보는 홈페이지 참고 (https://www.poscoict.com/ir/ir_financialInfo.jsp)



3ESG DATABOOK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단위 2021 2020 2019

조직내부에서의 
에너지 소비

간접 
에너지 
사용량

전기 소비량
전기 소비량 – 광양 GJ 4,239 4,107 4,168

전기 소비량 – 사업현장 GJ 1,086 - -

스팀 소비량 스팀 소비량 GJ 0 0 0

전기 판매량 전기 판매량 (합계) GJ 11,184 11,266 11,244

총 에너지 소비량 조직 내부 총 에너지 사용량 GJ 146,567 147,862 158,652

재생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GJ 0 0 0

조직 내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 0.0 0.0 0.0

그리드 전기 사용 비율 그리드 전기 사용 비율 % 91.0 91.0 90.0

에너지 소비 감축 비율 에너지 소비 감축 비율 % 0.9 6.8 5.5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집약도 (매출액 기준) GJ/억 원 17.5 15.8 16.9

용수취수량

총 용수 취수량 (합계) Ton 38,043 44,453 53,490

상수도 Ton 38,043 44,453 53,490

물부족 지역 수원별 담수량(상수도) Ton 38,043 44,453 53,490

물부족 지역 취수 비중 % 76.0 75.0 -

용수 취수량 집약도 용수 취수량 원단위(매출액 기준) Ton/억 원 4.5 4.8 - 

용수 사용량 

사업소별 용수 사용량

총 용수 사용량 (합계) Ton 38,043 44,453 53,490

총 용수 사용량 - 판교 Ton 19,909 23,875 23,686

총 용수 사용량 - 충주 Ton 8,887 9,349 11,160

총 용수 사용량 - 포항 Ton 6,926 8,747 10,060

총 용수 사용량 - 광양 Ton 2,321 2,482 8,584

용수 재활용량 용수 재활용량 Ton 5,064 6,301 10,270 

용수 재사용량
총 용수 재사용량 - 판교 Ton 5,064 6,301 10,270

용수 재사용률 - 판교 % 25.0 26.0 43.0

물부족 지역 내 용수 사용량
물부족 지역 용수 사용량 Ton 38,043 44,453 53,490

물부족 지역 용수 사용 비율 % 100.0 100.0 100.0

용수 사용량 집약도 용수 사용량 원단위 (매출액 기준) Ton/억 원 4.5 4.8 -

폐기물 생성2 구성별 폐기물 중량 

폐기물 생성 (합계) Ton 196.2 240.2 223.8

폐기물 생성 - 지정 폐기물 Ton 0 0 0

폐기물 생성 - 일반 폐기물 Ton 116.5 143.2 107.4

폐기물 생성 - 음식 폐기물 Ton 79.7 96.9 116.4

2. 2021년부터 산정방법이 변경됨. 종량제 봉투 구매량과 개당 20kg으로 환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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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2021년부터 산정방법이 변경됨. 종량제 봉투 구매량과 개당 20kg으로 환산하여 계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단위 2021 2020 2019

폐기물 생성 폐기물 생성 원단위

총 폐기물 발생량(지정+일반) 
원단위(매출액 기준)

Ton/억 원 0.02 0.03 -

일반 폐기물 발생량 원단위 
(매출액 기준)

Ton/억 원 0.02 0.03 - 

재생되는 폐기물3

재활용되는 폐기물(합계) Ton 74.7 91.9 111.4

재사용/재활용되는 지정 폐기물 총량 Ton 0 0 -

재사용/재활용되는 일반 폐기물 총량 Ton 74.7 91.9 -

폐기되는 폐기물4

폐기물 총량
매립 폐기물 Ton 115.6 140.3 104.4

소각 폐기물 Ton 6 8 8

직접적으로 폐기되는 
일반 폐기물

매립지에서 직접적으로 폐기되는  
일반 폐기물 총량

Ton 115.6 140.3 104.4

소각 (에너지 회수 미포함)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폐기되는 일반 폐기물 총량

Ton 6 8 8

기타 처리 작업으로 폐기되는 일반 
폐기물의 총량

Ton 0 0  -

폐수 배출 폐수 배출량 총 폐수 배출량 Ton 0 0  -

환경법 및 규정 위반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원 0 0 0

비금전적 제재 조치의 수 건 0 0 0

분쟁해결제도에 제기된 사건 수 건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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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0 0  -

환경 교육 

환경 교육 참여 임직원 수 명 767 596 853

유해화학물질 교육을 받은 임직원의 수 명 767 596 853

부서 품질(환경)리더 교육을 받은 
임직원의 수 

명 92 82 67

PM가이드북 책자 제작 및 온라인 
배포 수

권
(조회수)

0

(580)

25

(687)

165

(953)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친환경 제품·서비스 매출액 백만 원 1,670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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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성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단위 2021 2020 2019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연구개발 투자비 억 원 164 183 14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 1.89 1.90 1.54

특허등록 건수 건 59 44 37

임직원 및 
근로자 정보

직원 수

합계 총 직원 수 명 1,916 2,064 2,472 

성별

총 직원 수 (남성) 명 1,641 1,790 2,182 

총 직원 수 (여성) 명 275 274 290 

임직원 여성 인원 비율 % 14.4 13.2 - 

고용
계약별

합계
총 종신 계약된 임직원 수 명 1,798 1,975 2,062 

총 기간제 계약된 임직원 수 명 118 89 410 

성별

종신 계약된 임직원 수 - 남성 명 1,543 1,707 1,792

기간제 계약된 임직원 수 - 남성 명 98 83 390

종신 계약된 임직원 수 - 여성 명 255 268 270

기간제 계약된 임직원 수 - 여성 명 20 6 20

직급별 

합계 
총 관리직 임직원 수 명 179 144 142 

총 임원직 수 명 18 19 15

성별

관리직 임직원 수 - 남성 명 169 134 133

임원직 인원 수 - 남성 명 18 18 15

경영진 인원 비율 - 남성 % 100.0 100.0 -

기술직 인원 비율 – 남성 % 88.4 89.6 -

관리직 임직원 수 - 여성 명 10 10 9

임원직 인원 수 - 여성 명 0 1 0

경영진 인원 비율 - 여성 % 0.0 0.0 -

기술직 인원 비율 – 여성 % 11.6 10.4 -

관리직 여성 인원 비율 % 5.6 6.9 6.3 

다양성 지표별 

임직원 수 (합계) 명 336 406 419

외국인 임직원 수 명 4 5 5

고령자 임직원 수 명 254 320 323

장애인 직원 수 명 29 29 37

국가보훈자 직원 수 명 49 52 54

외국 국적의 임직원 비율 % 0.1 0.2 0.2

장애인 직원 비율 % 1.5 -  -

국가보훈자 직원 비율 % 2.6 - -

해외 근무 임직원 비율 % 2.0 1.8 1.7

ESG DATA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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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단위 2021 2020 2019

임직원 및 
근로자 정보

신규 채용
 

전체 신규 채용 총 임직원 수 명 200 60 81

연령별

30세 미만 임직원 수 명 116 24 33

30세 미만 임직원 비율 % 58.0 40.0 40.7

30세 이상 50세 미만 임직원 수 명 59 18 28

30세 이상 50세 미만 임직원 
비율 % 29.5 30.0 34.6

50세 이상 임직원 수 명 25 18 20

50세 이상 임직원 비율 % 12.5 30.0 24.7

성별

남성 임직원 수 명 163 49 72

남성 임직원 비율 % 81.5 81.7 88.9

여성 임직원 수 명 37 11 9

여성 임직원 비율 % 18.5 18.3 11.1

고용 계약별
종신 계약된 임직원 수 명 85 10 -

기간제 계약된 임직원 수 명 115 50 -

이직 

전체
이직 임직원 수 (총합) 명 116 66 108

총 이직률 % 16.0 11.6 -

지역별
지역별 이직 임직원 수 (국내) 명 116 66 108

지역별 이직 임직원 비율 % 100.0 100.0 100.0

자발적 이직

자발적 이직자 수 (총합) 명 82 40 43 

자발적 이직자 수 – 남성 명 62 29 31

자발적 이직자 수 – 여성 명 20 11 12

자발적 이직 비율 % 6.0 2.0 2.0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자 수 (총합) 명 37 206 -

비자발적 이직자 수 – 남성 명 32 - -

비자발적 이직자 수 – 여성 명 5 - -

비자발적 이직 비율 % 3.1 8.4 -

연령별

30세 미만 임직원 수 명 25 10 15

30세 미만 임직원 비율 % 21.6 15.2 13.9

30세 이상 50세 미만 임직원 수 명 58 29 36

30세 이상 50세 미만 임직원 
비율 % 50.0 43.9 33.3

50세 이상 임직원 수 명 33 27 57

50세 이상 임직원 비율 % 28.4 40.9 52.8

성별

남성 임직원 수 명 93 54 94

남성 임직원 비율 % 80.2 81.8 87.0

여성 임직원 수 명 23 12 14

여성 임직원 비율 % 19.8 18.2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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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단위 2021 2020 2019

노사 관계

파업으로 인한 작업 중단 횟수 회 0 0 0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협약  
적용 직원 수5 명  - 0 -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협약  
가입자 수5 명  - 0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취득 사업장 수 개 3 2 -

보건 및 안전 시스템 적용 사업장 
비율 % 75.0 50.0 -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적용 
임직원 수 명 1,950 -  -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적용 
임직원 비율 % 100.0 -  -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적용 
협력사 비율 % 100.0  -  -

내부 평가/검증이 완료된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적용 
임직원 수

명 1,950 - -

내부 평가/검증이 완료된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적용 
임직원 비율

% 100.0 - -

내부 평가/검증이 완료된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적용 
협력사 직원 비율

% 100.0 -  -

외부 평가/검증이 완료된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적용 
임직원 수

명 1,950  - -

외부 평가/검증이 완료된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 적용 
임직원 비율

% 100.0 - -

환산재해율

환산재해율 (합계) % 0.02 0.12 0.06

환산재해율 – 사고 % 0.0 0.12 0.06

환산재해율 – 질병 % 0.02 0.0 0.0

업무상 상해 

임직원 + 협력사

근로손실재해율(LTIR) 
(임직원+협력사) % 0.03 0.03  -

기록재해율(TRIR) 
(임직원+협력사) % 0.03 0.06 -

임직원

사망자 수 명 0 0 0

사망자 비율 % 0.0 0.0 0.0

중상자 수 명 0 0 -

중상자 비율 % 0.0 0.0 -

5, 6. 노동조합 관련 데이터는 내부관리용으로 미공개 

7ESG DATA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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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 

임직원

기록되는 업무 관련 상해자 수 명 0 0 -

기록되는 업무 관련 상해 비율 % 0.0 0.0 -

재해자 수 명 0 0 3 

재해율 % 0.0 0.0 -

재해 건수 건 0 0 -

근로손실재해자 수 명 0 0 -

근로손실재해율 % 0.0 0.0  -

아차사고자 수 명 0 0 -

전체 근로 시간 시간 4,680,000 4,078,000 -

협력사 직원

협력사 직원 수 (총합) 명 1,384 1,770 -

업무 관련 협력사 직원 사망자 수 명 0 1 0

사망자 비율 % 0.0 0.06 0.0

중상자 수 명 0 0 -

중상자 비율 % 0.0 0.0 -

기록되는 업무 관련 상해자 수 명 1 2 0

기록되는 업무 관련 상해 비율 % 0.36 0.56 -

재해자 수 명 1 1  -

재해율 % 0.07 0.06 -

재해 건수 건 1 2 -

근로손실재해자 수 명 1 1 -

근로손실재해율 (근로자 
100명의 LTI 발생 건수) % 0.07 0.06 -

아차사고자 수 명 4 4 -

아차사고빈도율 (근로자 
100명의 NM 발생 건수) % 0.29 0.23 -

전체 근로시간 시간 2,768,000 3,540,000 -

업무 관련 질병

임직원

사망자 수 명 0 0 0

사망자 비율 % 0.0 0.0 0.0

질병 발생 건수 건 0 0 0

질병 발생 비율 % 0.0 0.0 0.0

전체 근로 시간 시간 4,680,000 4,078,000 -

협력사 직원

사망자 수 명 0 0 0 

사망자 비율 % 0.0 0.0 0.0 

질병 발생 건수 건 1 0 0 

질병 발생 비율 % 0.4 0.0 0.0

전체 근로 시간 시간 2,768,000 3,540,000 -

건강검진 건강검진 이용 현황 건강검진 인원수 명 1,860 1,990 2,407

근로자 건강 Care 
실적

방문현장 방문현장 (총합) 개소 32 37 43

Care 인원

Care 인원 (총합) 명 694 779 857

Care 인원 – 직영 명 294 231 333

Care 인원 – 협력사 명 400 548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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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단위 2021 2020 2019

임직원 1인당 평균 훈련 시간 

임직원 총 교육 시간 시간 149,083 183,437 177,695

임직원 1인당 교육 시간 시간 81 91 73

총 교육 인원 명 1,831 2,011 2,420

교육 인원 – 남성 명 1,581 1,760 2,142

교육 시간 – 남성 (총합) 시간 125,151 160,281 156,834

교육 인원 – 여성 명 250 251 278

교육 시간 – 여성 (총합) 시간 23,932 23,156 20,861

임직원 1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 – 
남성 시간 79 91 73

임직원 1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 – 
여성 시간 96 92 75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투자 비용
임직원 총 교육 비용 백만 원 2,170 2,120 2,280 

임직원 1인당 교육 비용 백만 원 1.2 1.1 0.9

성과 평가/경력 개발 
심사를 받은 임직원 수

성별
남성 임직원 수 명 1,641 1,790 2,182

여성 임직원 수 명 275 274 290

인간존중 직장문화 
설문조사

포스코ICT
설문 응답 비율 % 49.0 50.4 51.1

조치 건수 (인사조치 포함) 건 0 0 0

해외법인
설문 응답 비율 % 32.9 23.0 14.4

조치 건수 (인사조치 포함) 건 1 2 2

부서장/조직의 윤리수준
부서장 윤리수준 점 90.0 90.9 96.2

조직의 윤리수준 점 92.5 92.4 95.0

공급업체 지출 비율 현지 공급업체 조달 비용
총 거래 중인 공급업체 수 개 1,036 1,007 1,087

전체 공급업체 조달 비용 백만 원 647,917 504,545 638,672

환경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신규 공급업체 수 개 262 236 396

사회 기준 심사를 거친 신규 공급업체 신규 공급업체 수 개 262 236 396

친환경 공급망 관리 녹색구매 실적
친환경 공급망 관리를 위한 
친환경 구매(녹색구매)의 건수 건 185 188 265

친환경 구매 (녹색구매) 액수 백만 원 1,670 1,646 4,292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 임직원
남성 근로자 수 명 561 628 681

여성 근로자 수 명 105 116 119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남성 근로자 수 명 10 10 9

여성 근로자 수 명 9 16 22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임직원
남성 근로자 수 명 6 6 6

여성 근로자 수 명 17 17 15

육아휴직 복귀 및 12개월 근속한 
임직원

남성 근로자 수 명 5 6 1

여성 근로자 수 명 14 15 9

남성 근로자 비율 % 83.0 100.0 100.0

여성 근로자 비율 % 82.0 88.0 93.0

9ESG DATA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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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임팩트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성과 

기부금 총액 백만 원 4657 831 681 

자원봉사 참여 시간 시간  32,130 40,911 11,633 

총 봉사인원 명 1,696 1,938 2,020

1인당 봉사 시간 시간 19.0 20.7 5.8

정보보안 및 
개인(고객)정보 보호

정보보안교육 이수
정보보안교육 이수자 수 명 1,614 1,859 -

정보보안교육 이수율 % 89.8 94.1 -

■ 거버넌스 성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 단위 2021 2020 2019

이사회 구성

전체 이사회 구성 총 인원 수 명 4 4 4

성별

이사회 인원 수 – 남성 명 4 4 4

이사회 인원 수 - 여성  명 0 0 0

이사회 내 여성 이사 비율 % 0 0 0

연령별 50세 이상 이사회 인원 수 명 4 4 4

독립이사 독립이사(사외이사) 수 명 1 1 1

이사회 및 위원회 운영

이사회 개최횟수 회 10 6 7

사외이사 평균 참석률 % 100.0 100.0 100.0

의결 안건 수 건 25 18 21

이사 보수한도

등기이사
보수 총액 백만 원 990 1,385 1,085

1인당 평균 보수액 백만 원 198 462 362

사외이사
보수 총액 백만 원 66 39 40

1인당 평균 보수액 백만 원 66 39 40

기업 소유권 및 운영 주주총회 규정 정기 주주총회 개최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의 사전 통지 일자 일 24 36 19

반부패 정책
협력사 수(합계) 개 941 954 -

반부패 정책 적용 협력사 수 개 941 954 -

반부패 교육 

반부패 교육 대상 근로자 수 명 1,838 2,018 -

반부패 교육받은 근로자 수 명 1,838 2,018 -

반부패 교육받은 근로자 비율 % 100.0 100.0 100.0

윤리경영 교육 참여율
(윤리기준/뇌물금지 및 반부패에 
대한 임직원 교육)

% 100.0 100.0 -

윤리경영 교육 시간 시간 3,676 4,028 -

반부패/공정거래 교육 실시 횟수 회 11 30 20

7. 2021년 기부금 총액은 회계기준 순수 기부금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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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부패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확인된 부패 수

합계
신고시스템(홈페이지, 전화, 유선, 
이메일)을 통한 접수된 신고 총 
건수(업무/윤리신고 전부)

건 15 7 20

채널 별 접수 건수 

신고시스템(홈페이지, 전화, 유선, 
이메일)을 통한 접수된 신고 총 
건수 중 임직원 신고 건수(업무/
윤리신고 전부)

건 8 1 -

신고시스템(홈페이지, 전화, 유선, 
이메일)을 통한 접수된 신고 총 
건수 중 익명인 신고 건수(업무/
윤리신고 전부)

건 3 2 -

신고시스템(홈페이지, 전화, 유선, 
이메일)을 통한 접수된 신고 총 
건수 중 외부인 신고 건수(업무/
윤리신고 전부)

건 4 4 -

내용 별 접수 건수

부정비리 (회사 자산 오남용 등) 건 1 2 8

민원 (고객불만, 협력사 고층 등) 건 4 4 7

인간존중 위반 건 10 1 5

상담 건수

신고시스템(홈페이지, 전화, 유선, 
이메일)을 통한 접수된 신고 총 
건수 중 상담 건수(업무/윤리신고 
전부)

건 0 0 -

조치 결과 건수 

신고시스템(홈페이지, 전화, 유선, 
이메일)을 통한 접수된 신고 
총 건수 중 조치 결과가 있는 
건수(업무/윤리신고 전부)

건 7 1 -

비윤리 조치 내용

비윤리 조치 수 (합계) 건 138 129 3110

인사 조치 – 징계 건 4 0 3

인사 조치 – 경고이하 건 6 5 17

시정 및 개선 건 3 7 11

윤리교육

온라인 윤리경영 교육 참여율 % 100.0 99.7 100.0

오프라인

부서장 주관 ‘윤리의 날’ % 100.0 100.0 100.0

직책자 윤리세션 회 7 14 14

윤리 Council 회 2 2 1

직책자 대상 윤리 간담회 회 11 9 9

해외법인 윤리교육 회 1 1 1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법적 조치 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 - 진행중 건 0 0 0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의 
수 - 완료 건 0 0 0

법적 조치 결과 발생한 손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소송 
결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의 
총액

원 0 0 0

8. 신고내용이 ‘관련사실 없음’으로 2건 처리 
9. 1건당 조치인원이 다수일 경우, 제보 건수보다 조치 건수가 많음 
10. 1건당 조치인원이 다수일 경우, 제보 건수보다 조치 건수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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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설명 포스코ICT 대응 현황 검증

조직 프로필
(102)

102-1 조직명 6pg V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서비스 6, 10-15, 20-33pg V

102-3 본사 위치 6-7pg V

102-4 사업장 위치 7pg V

102-5 소유 및 법적 형태 6pg V

102-6 시장 7pg V

102-7 조직 규모 6-7pg V

102-8 임직원 및 근로자 정보 6pg V

102-9 공급망 71-76pg V

102-10 조직과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ABOUT THIS REPORT V

102-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 방법 95-98pg V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126pg V

102-13 가입 협회 126pg V

전략
(102)

102-14 의사결정자 성명서 4-5pg V

102-15 핵심 영향, 위험, 기회 96pg

윤리성 및 청렴성
(102)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규범 6, 90pg V

102-17 윤리에 대한 자문과 신고 메커니즘 92pg

거버넌스
(102)

102-18 거버넌스 구조 86pg V

102-20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에 대한 임원급의 책임 87pg

102-21 이해관계자와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 협의 40pg

102-22 최고 거버넌스 기구와 그 위원회 구성 86-87pg

102-23 최고 거버넌스 기구 의장 86pg

102-24 최고 거버넌스 임명과 선정 86-87pg

102-25 이해관계 상충 86pg

102-26 목적, 가치, 전략 수립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87-88pg

102-27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총체적 지식 86-87pg

102-28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 평가 87p

102-29 경제, 환경, 사회적 영향 파악과 관리 95-96pg

102-30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효과 95-96pg

102-31 경제, 환경, 사회적 토픽 검토 87-88pg

102-32 지속가능성보고에 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87-88pg

102-33 중요 사항 보고 86pg

102-34 중요 사항의 성격과 총 개수 86pg

102-35 보수 정책 87pg

102-36 보수 결정 절차 87pg

이해관계자 참여
(102)

102-40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40pg V

102-41 단체 협약 115pg V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40pg V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38-40pg V

102-44 제기된 핵심 토픽과 관심사 38-40pg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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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관행
(102)

102-45 연결재무제표 포함 주체 사업보고서 30pg V

102-46 보고 내용과 토픽 경계 결정 ABOUT THIS REPORT V

102-47 중요 토픽 목록 38-39pg V

102-48 정보 수정 111-112pg V

102-49 보고 변화 38-39pg V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V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보고일자 ABOUT THIS REPORT V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V

102-53 보고서 관련 문의 시 연락처 ABOUT THIS REPORT V

102-54 GRI Standards 부합 방법 ABOUT THIS REPORT V

102-55 GRI 인덱스 120-122pg V

102-56 외부 검증
ABOUT THIS REPORT, 

124~125pg
V

경영 접근
(103)

103-1 중요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38-39pg V

103-2 경영방침과 그 구성 요소
40, 56-57, 60, 65-70, 

90-92pg
V

103-3 경영방침 평가 36, 92pg V

경제적 성과
(201)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7, 78, 89, 107pg

201-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51pg

반부패
(205)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118pg V

205-3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 119pg V

반경쟁
(206)

206-1 경쟁저해행위 및 독점 규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및 결과 119pg

세금
(207)

207-1 조세 접근법 106pg

207-2 조세 지배구조, 통제 및 위험 관리 106pg

207-3 이해관계자 참여 및 조세 관련 위험관리 106pg

에너지
(302)

302-1 조직 내부에서의 에너지 소비 110-111pg V

302-3 에너지 집약도 111pg

302-4 에너지소비 감축 111pg

물과 폐수
(303)

303-1 용수 관리 48pg

303-3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111pg

303-4 폐수 방류 112pg

303-5 물 소비 111pg

생물다양성
(304)

304-2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52pg

304-3 서식지 보호 또는 복구 52pg

배출
(305)

305-1 직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1) 110pg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2) 110pg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GHG) 배출 (Scope 3) 110pg

305-5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19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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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 Index

구분 지표 설명 포스코ICT 대응 현황 검증

폐수 및 폐기물
(306)

306-1 폐기물 생성 및 폐기물 관련 중대한 영향 48pg

306-2 중대한 폐기물 관련 영향 관리 48pg

306-3 폐기물 생성 111-112pg

306-4 처리과정에서 재생되는 폐기물 112pg

306-5 직접 폐기되는 폐기물 112pg

환경 규제준수
(307)

307-1 환경법 및 규정 위반 112pg

공급업체 환경평가
(308)

308-2 공급망의 부정적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조치 72-74pg

고용
(401)

401-1 신규 채용 임직원과 이직 임직원 114pg

401-2
임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상근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59-60pg V

401-3 육아휴직 59, 117pg

산업안전보건
(403)

403-1 OHS 관리시스템 65-66pg V

403-2 위험식별, 리스크 평가 및 사고 조사 65-66pg V

403-3 작업장 안전 프로그램 67-68pg V

403-4 근로자의 OHS에 대한 참여, 상담 및 소통 67pg V

403-5 OHS에 대한 근로자 훈련 67pg V

403-6 근로자 건강 68pg V

403-7 비즈니스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OHS 영향의 예방 및 완화 67pg

403-8 산업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115pg V

403-9 업무상 상해 115-116pg

403-10 업무관련 질병 116pg

훈련 및 교육
(404)

404-1 근로자 1인당 한 해에 받는 평균 훈련시간 117pg V

404-2 임직원 직무교육 및 전직 지원 프로그램 55-57pg V

404-3 업무성과 및 경력개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은 근로자 비율 117pg V

다양성 및 동등 기회
(405)

405-1 범주별 거버넌스 기구 및 근로자의 구성 현황 113-114, 118pg V

차별금지
(406)

406-1 차별 사건의 수와 이에 대한 시정조치 63pg V

인권평가
(412)

412-1 인권검토 또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장 63pg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훈련 63pg

지역사회
(413)

413-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77-84pg

공급망 사회영향
(414)

414-2 공급망의 부정적 사회적 영향과 이에 대한 조치 72-76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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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Topic 공시 코드 카테고리 지표 포스코ICT 대응 현황

하드웨어 인프라의 
환경적 영향

TC-SI-130a.1 정량 총 에너지 배출량 110-111pg

TC-SI-130a.1 정량 그리드 전력 비율 111pg

TC-SI-130a.1 정량 재생가능한 에너지 비율 111pg

TC-SI-130a.2 정량 총 용수 취수량 111pg

TC-SI-130a.2 정량 총 용수 사용량 중 물 스트레스가 높은 수원 지역의 비율 111pg

임직원 고용, 인재 관리 및 
포용성 

TC-SI-330a.1 정량 외국 국적의 임직원 비율 113pg

TC-SI-330a.1 정량 해외 근무 중인 임직원 비율 113pg

TC-SI-330a.3 정량 경영진 중 성별 및 인종/민족 집단의 다양성 비율 86, 118pg

TC-SI-330a.3 정량 모든 임직원 중 성별 및 인종/민족 집단의 다양성 비율 113-114pg

지적 재산권 보호 및 
경쟁행위

TC-SI-520a.1 정량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따른 법규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총액

119pg

SASB Index

TCFD Index

구분 지표 포스코ICT 대응 현황

거버넌스

이사회가 기후변화와 이슈에 관해 통보 받는 프로세스 45pg

이사회 의사결정 시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를 고려하는지 여부 87pg

이사회의 기후변화 목표 및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방법 45pg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 최고 기구 45pg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 기구의 책임과 역할 45pg

기후변화 관련 의사결정 조직 구조 45pg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에 대하여 경영진에 통보하는 프로세스 45pg

경영진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를 모니터링 하는 방법 45pg

전략

단기, 중기, 장기 시점별 구체적인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에 대한 설명 (단기, 중기, 장기 구분 방법 포함) 51pg

기후변화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조직에 중대한 재무적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프로세스 설명 50-51pg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가 조직의 사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 적응 및 완화활동, 연구개발 투자, 운영)

50-51pg

조직의 전략 중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51pg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반영한 조직의 전략 변화 방안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 방안 포함)

50-51pg

위험관리
기후변화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프로세스 설명 50p

기후변화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프로세스 설명 50p

지표 및 목표

주요 기후변화 위험 측정 지표 
(물, 에너지, 토지 이용, 폐기물 관리 등)

110-112pg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110pg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2) 110pg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3) 110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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