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Financing Report
SUSTAINABLE FINANCING FRAMEWORK
조달 자금의 사용처
녹색 관련 프로젝트 사업 범주

UN SDGs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설명



선진 건축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자재 및 장비 개발 (ex. 스마트 도시)
20% 이상 에너지 절약


녹색건축





녹색건축기준 (LEED Gold 이상, BREEAM Excellent 이상, G-SEED 등)을 충족하여 인증받은 녹색 프로젝트 수행
 기존 건물 보수공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약 20% 개선
포스코 그룹 출자사인 포스코 A&C와 함께 녹색건물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
포스코 그룹 출자사인 포스코 O&M을 통해 그린 경영 컨설팅 지원
인증된 녹색건축물 R&D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력, 소규모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 접근정을 높이고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전철 건설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 사업 범주

UN SDGs

사업 설명

적정 주택



노후 주거 환경개선 지원: 저임금 가정을 위한 낙후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소규모 금융
등을 통한 고용창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소규모 금융
벤처 투자 및 Incubation

사회적 경제적 지위 상향 및
empowerment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저임금) 고용 혹은 직업훈련 제공
공원, 교육센터, 아트센터 등의 공공시설 증축 및 기부

SUSTAINABLE FINANCING
Sustainable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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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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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Unsecured
Private Placement



USD100m 2-year Sustainability Bond (July 2020)
녹색 사업 범주
녹색건축

만기

요점

ALLOCATION REPORTING

친환경 교통수단

배분 비중(%)
74.72%

7,900,000,000

5.80%

109,600,000,000

80.53%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범주

배분액 (KRW)

배분 비중 (%)

고용창출

3,100,000,000

2.28%

사회적 경제적 지위 상향 및
empowerment

23,400,000,000

17.19%

Social – Total

26,500,000,000

19.47%

Green – Total

POSCO E&C’s inaugural ESG bond offering as well as first
ESG Bond issued by construction firms in Korea

배분액 (KRW)
101,700,000,000

IMPACT REPORTING
녹색 사업
녹색건축
세부내역

금액 (억원)

상세 설명 및 환경 개선 효과


녹색건축인증 (G-Seed)

1,017


신안산선 철도 지분투자

탄소배출 절감 철도시설 지분투자
온실가스 저배출 기자재, 환경부 지정 친환경 녹색제품 및 폐기물을 재자원화한 시멘트 등을 건설자재로 선정할 계획
본 사업으로 도로 사용인원이 전철로 이전됨에 따라 절감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22,897.06tCO2eq로 산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시 및 운영시 연간 온실가스 저감량은 23,347.38tCO2eq, 저감효율은 24.51%로 산정


78

총 투자 금액

국도교통부 녹색인증기준 2등급(우수등급) 이상 녹색 건축물 건설자금 조달
인천 송도 F20-1BL 공동주택 녹색건축 예비 인증 우수 등급 (그린 2등급) 획득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항목에서 최우수 성능등급을 획득

1,096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고용창출
세부내역

금액 (억원)

상세 설명 및 사회적 개선 효과


포스코 휴먼스

31

총 투자 금액

31

포스코휴먼스는 2013년에 설립된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자 사회적기업으로, 장애나 장기 실업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회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
여러 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포스코휴먼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2019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2016년에 이어 재선정 (선정 유효기간: 3년)
포스코그룹차원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2020년에만 121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고용 법적기준을 달성하였음. 이에

2021년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여러 노력을 인정받고 있음

사회적 경제적 지위 상향 및 empowerment
세부내역

금액 (억원)

상세 설명 및 사회적 개선 효과


동반성장 펀드조성

234

총 투자 금액

234

협력업체 대출금리 우대 적용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실천과 협력사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포스코 건설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협력사

금융지원 제도로서, 포스코건설이 불입한 정기예금의 이자만큼 협력업체의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융지원 제도

2020년 포스코건설이 불입한 260억원 중 61개의 협력업체가 234억원 규모의 대출을 통해 지원받았으며, 협력업체의 자금조달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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