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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성장한 기업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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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mpany

1 Walmart

2 Exxon Mobil

3 Apple

4 Berkshire Hathaway

5 Amazon

6 UnitedHealth Group

7 McKesson

8 CVS Health

9 AT&T

10 AmerisourceBergen

No. Company

1 Apple

2 Amazon

3 Berkshire Hathaway

4 Walt Disney

5 Starbucks

6 Microsoft

7 Alphabet

8 Netflix

9 JPMorgan Chase

10 FedEX

No. Company

1 Qualcomm

2 Mastercard

3 BYD

4 TE Connectivity

5 Walmart

6 Stander Brasil

7 Centene

8 Bank of America

9 Schneider Electric

10 TerraCycle

* Largest와 Admired 기업間 3개, Change the world와는하나(Walmart)만일치





기업의목적 : 더불어함께발전



Business Society People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안전 상생 윤리 창의

With POSCO, We’re the POSCO

실천의식과 배려의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 인재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성숙한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와 일상에서 이해관계자에게

존중과배려를실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자발적으로참여하는 사람! 









전사 차원의 계층별 기업시민실천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유도

 「기업시민 실천과제」 수행

- 임원단위 年1건 수행 추진

 「부서별 기업시민 토론회」

- 부서內실천법및실천 Idea 토론

 「1인 1件 이상 실천활동」

- 주변에서실천할수있는작은활동

포스코의기업시민실천에Top-down과Bottom-up, Middle-up & down조화지향

Top-down

Bottom-up

Middle
up & down



기업시민의실천방법을 명확히 가이드할 기업시민 경영체계(CCMS*) 구축 (‘20.7月)
*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Standards

[Example]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배포 後 이해와 사용을 돕기 위해 해례본을 제작

→ 한글 창제의 의미와 원리, 백성들을 위한 활용방법 안내 등



포스코에서는 기업시민 선포 前 50년을 B.C, 선포 後를 A.C로 구분 가능

기업시민 경영이념은 100년 기업, 영속기업 포스코를 만들기 위해 지속 추진하게 될 정신이자 문화

Before Christ After Christ Before Corona After Corona

~2019 2020~

B.C. vs A.C.







27hr



5천시간 이상 봉사자 CEO 간담회



98%

·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회사가 매칭그랜트(1:1) 기부로 효과 확대

· 재단의 행정, 운영 등의 업무를 회사가 지원,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 극대화

· 임직원이 선호 및 선정한 지역과 분야에 사업 전개,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



동반성장 저출산 해법

Role Model 제시

바다 숲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벤처 플랫폼 구축 글로벌 모범시민



ㅂ
ㅣ
ㅈ



기업의 환경에 대한책임(Environmental) 

사회에대한책임(Social)

건전한지배구조(Governance)

ESG

 기업시민의 개념·헌장에 ESG 내용 포함, 기업시민 실천으로 ESG 성과도 창출

Ex)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환경적(E), 사회적(S) 책임), 더 큰 기업가치(주주가치 제고(G))를 창출

 ESG 관점 효과적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ESG그룹 신설 (국내제조기업최초)



Business/Society/People 영역별 주요활동에 대해 시범적으로 정량적 화폐 가치 측정 (‘19년)

→ 올해는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된 평가 시스템으로 기업시민가치(CCV) 측정 체계 고도화 中

기업시민실질적성과창출시작 기업의사회적가치창출대외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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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업시민이 포스코 고유의 경영이념으로 여겨지지만

빠른 시일내에 많은 기업에서 함께 사용하는보통명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