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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도전의 50년을 넘어

100년 기업 POSCO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포스코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정부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태어

났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철강 불모의 땅에서 포스코는 창업이념인 제철보

국(製鐵報國)을 충실히 실천하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산업근대화를 견인
해 왔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지워지지 않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포
스코가 이룩한 눈부신 성공 역사는 세계 철강업계의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제철보국의 일념으로 열정을 불태우고 희생을 감내했던, 박태준 명예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
와 주주, 고객사, 공급사, 협력사, 지역사회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

랑은 포스코 50년 여정에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맞아 이 모든 분들께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포스코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50년간의 도전과 열정은 물론 그동안 희로애락을

함께해 주신 이해관계자들의 애정을 모두 모아 <포스코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

다. <포스코 50년사>에는 모래바람 가득한 영일만에서 첫 삽을 뜬 이후 수많은 역경을
딛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회사로 우뚝 서기까지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여정은 비단 포스코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발전사이며, 우리나라

산업근대화의 교과서가 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포스코 50년사>는 희생과
봉사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조국 산업발전에 진력했던 선배님들에 대한 헌사(獻
詞)이기도 합니다.

또한 <포스코 50년사>에 담긴 지난 50년의 경험은 앞으로 포스코가 철강뿐만 아니

라 에너지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 등대가 되
고 소중한 자양(滋養)이 될 것입니다.

이제 포스코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

여해 온 제철보국의 창업이념을 승화 발전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선순환하는 당당하고 강건한 ‘100년 기업시민 포스코’로
만들어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포스코의 100년 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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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 재건을 위한 노력

가 그것이다. 한반도 최초의 제철소로 기록된 겸이포제철소는 평로공장, 대형공장,

후판공장으로 구성됐으며 생산한 제품 전량을 군수용으로 납품했다. 조업 첫 해인
1918년 선철(銑鐵) 4만 2000톤을 생산했고, 점차 늘려나가 1929년에는 15만 5000톤
을 생산했다.

1930년대 들어 일본은 자국과 강점지역 산업구조를 전시체제로 재편했다. 철강

부문에서는 1934년 자국의 최대 제철회사 6개를 통합해 일본제철(日本製鐵)을 발

족시키고, 한반도 내에서도 철강자원 개발과 철강 증산을 꾀했다. 일본제철은 조선

총독부와 일본군 총사령부의 제선 능력 증대 요청에 따라 1935년 겸이포제철소를

1절 경제부흥 위한 철강업 재건 추진
1. 광복 전후 한국 철강업의 실상

철강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펼쳐진 1차 산업혁명 시대와 근대화 시
대를 거치면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기계화와 공장생산 체제가 확

산되는 가운데 제철기술의 발전과 철강생산의 급증이 철강 전후방 산업의 발전과 성

장을 이끌었다. 이때부터 철강산업은 부국강병의 토대가 되고 한 나라의 국력을 가

편입해 선철 생산량을 12만 5000톤 늘리는 등 194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연산
30만 톤 규모까지 공장을 증설했다. 1937년에는 일본고주파중공업이 함경도 성진

에 특수강과 합금을 생산하는 제철소를 가동했고, 1938년에는 이연콘체른이 조선
이연금속을 설립해 평안도 진남포에 제철소를 건설했으며, 1939년에는 미쓰비시광
업이 함경도 청진에 청진제강소를 건설했다. 일본제철은 1939년 청진제철소(현 김책

제철소) 건설에 착수해 1943년에 고로 2기를 가동하며 35만 톤 규모의 제선 능력을
갖췄다.

미국은 일본의 팽창주의에 대응해 1940년 자국의 고철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늠하는 척도가 됐다. 실제로 산업혁명과 더불어 철강산업이 발전한 영국은 19세기

막기 위해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41년부터 대규모 시설 확장 대

계 최고의 국력을 가질 수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19세기 말부터 철강산업 육

선이연금속 인천공장, 조선제철 평양공장, 일본질소 흥남제철소 등이 건설됐다. 2차

세계 최고의 패권국으로 올라섰고, 뒤어어 미국은 철강산업의 부흥을 배경으로 세

성에 집중해 제국주의적 국력을 축적해 나갔다. 1960년대에도 철강산업은 국력의 척

신 기존 설비의 가동률 유지로 방침을 전환했다. 이 무렵 한반도 지역에는 1941년 조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3년 들어 일본은
철강 증산을 목적으로 소형 용광로 건설사업을 긴

도였다. 이는 1965년 국가별 조강생산 능력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해 조강생

급하게 시행하면서 한반도 지역에도 물량을 할당

산 능력은 미국, 소련, 일본, 서독, 영국 순이었다.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철소와 1943년 건설한 고

19세기 말부터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됐던 우리나라는 자주적 근대화의 기틀을

레카와제철(是川製鐵) 삼척공장에 소형 용광로가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행히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면서 민족자본이나 국

잇달아 도입됐다.

가자본으로 근대적 철강산업을 일으킬 여건을 마련할 수 없었다. 1905년 러일전쟁에

이처럼 광복 이전 한반도의 철강업은 산업발전

서 승리한 일본이 한반도를 병참기지로 삼으려는 전략에 따라 한반도에 자국의 대기

업을 진출시켜 근대적 제철소를 건설하게 만들었다. 미쓰비시제철(三菱製鐵)이 1917
년 황해도 송림에 착공해 이듬해 1918년부터 가동한 겸이포제철소(현 황해제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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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최초의 근대적 제철소인 겸이포제철소(1918년 가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못하고 일제 강점

상황에서 군수산업의 일환으로 육성됐기 때문에
1편 포항제철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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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면에서 기형적일 수밖에 없었다. 우선 산업재의 기초가 되는 강재보다 군수물

강업 육성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정부는 특히 기형적인 철강업 구조 개선을 위해 삼

준이었던 선철 생산이 1942년 35만 3000톤, 1943년 54만 7000톤으로 비교적 큰 폭

정에 걸친 일관 체계를 갖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설비 보수와 증설을 추진했다.

자를 만들기 위한 선철 생산이 중심이었다. 1932년부터 1941년까지 연간 16만 톤 수

으로 증가했으나, 강재 생산은 1934년 6만 톤 수준에서 1943년 14만 톤으로 증가하
는 데 그쳤다.

화제철공사의 제선설비와 대한중공업공사의 제강 및 압연 설비를 연계해 제철 전 공
삼화제철공사는 보수를 추진하다가 한국전쟁으로 중단한 20톤 규모 소형 고로 8

기를 활용하기로 했다. 1952년부터 국고를 지원받아 보수를 재개하고, 1954년 6월에

일본 재벌에 의해 추진된 철강업에 우리의 민족자본이 형성되지 못했고, 고급 기술

는 시험생산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는 못했다. 1957년에는

의 정책에 의해 철강공장 대부분이 북한지역에 편중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도 심각

시설로 전환하고, 다른 1기는 유연탄과 무연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광로로 개

유출을 철저히 막아 우리의 숙련된 기능 인력도 제대로 양성되지 못했다. 전시 체제
했다. 1940년 당시 철강업이 대종을 이루는 금속공업의 생산량을 보면, 북한 지역이
총생산량의 90%를 차지했다.

산업부흥국채기금을 지원받아 고로 1기를 국산 무연탄을 사용할 수 있는 산소제철
량해 1958년 조업을 재개했지만, 이마저도 원료난과 자금난으로 여의치 않았다.

대한중공업공사는 당초 일본 오사카(大阪) 소재 제강공장을 해체해 중고 평로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한반도에 잔존한 철강 설비는 제선 약 60만 톤, 제강 약 16

설비 등을 들여와 인천공장의 보수와 증설을 추진하기로 계획했으나, 수교 이전이

지역에 남은 설비는 가네부치공업(鐘淵工業) 인천공장(1941년 가네부치실업이 조선

비 보수에 보유 외환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1954년 9월 서독의 제철 설비 공

만 톤 규모에 불과했다. 그나마 북한 지역에 편중된 상황에서 국토가 분단되자 남한

이연금속 인천공장 인수), 고레카와제철 삼척공장이 사실상 전부였다. 그것마저도 설
비를 가동할 자본과 인력이 부족하고 시장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가동 중단상태

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기형적이고 열악한 상황은 신생 독립국인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가 건설과 경제부흥을 위해 철강업 재건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절박함과 당위성
을 내포하고 있었다.

2. 정부의 설비 보수 및 증설 추진

라 이 계획은 무산됐다. 정부는 어려운 외환사정에도 불구하고 대한중공업공사 설
급업체인 데마그(Demag)에 고철을 사용하는 50톤 규모 평로 1기의 공급과 건설

을 맡겨 1956년 11월 준공했다. 분괴 및 중형압연 설비는 1959년 12월, 박판설비는
1960년 4월, 아연도금공장은 1962년 6월, 소형압연설비는 9월 준공해 조업에 들어
갔다. 대한중공업공사는 평로 가동 초기에는 전쟁 고철에 의존했으나, 고철 확보가

어려워지고 가격마저 상승하자 고철과 함께 삼화제철공사가 생산한 선철을 섞어 사
용했다.

정부는 1956년 3월 대한중공업공사 조업 준비의 일환으로 양양철산과 삼화철산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철강업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특히 귀속재산

을 통합하고, 8월 삼화제철공사의 20톤 고로 3기 및 대한중공업공사의 전기로 4기

장은 삼화제철공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상공부 직할 공장으로 새로 출발하면서 정부

국제협력처(ICA : 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로부터 300만 달러

처리 과정에서 가네부치공업 인천공장은 대한중공업공사로, 고레카와제철 삼척공
주도의 철강업 복구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설
비 대부분이 파괴되면서 철강업 재건은 요원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에도 ‘철강업 재건계획’을 입안해 철강업 복

구 의지를 구체화했고, 전쟁고철 재생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특별지시
에 따라 1953년 6월 대한중공업공사가 국영기업으로 재출범함으로써 정부 주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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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계획과 함께 철광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1957년 6월에는 상공부가 미국
를 지원받아 묵호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선철공장을 짓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는

삼화제철공사와 대한중공업공사를 연계해 제선·제강 부문을 일관체계 위에 올려놓

기 위한 방안으로, 선철 5만 톤 가운데 4만 톤은 자체 소비하고, 1만 톤은 내수나 수
출로 돌리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삼화제철공사와 대한중공업공사의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체 소비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내수 판매와 수출 가능성
1편 포항제철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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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희박하고, 철광석 매장량도 의심스럽다며 협조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계획은 무

생산량은 선철 25만 톤, 강재 17만 톤, 실수요자는 대한중공업공사, 입지는 동해안,

정부는 이처럼 전쟁의 폐허 위에서도 철강업 재건, 특히 제선 및 제강 부문을 일관

함께 부흥부가 같은 해 5월 수립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도 계획 첫 해인 1962년에

산되고 말았다.

체계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했지만 안타깝게도 뚜렷한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3. 최초의 종합제철 건설 계획

정부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종합제철 건설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선진 우방국조차 이제 막 전쟁이 끝난 ‘아시아의 빈곤하고 작

그리고 소요 자금은 외자 3200만 달러, 내자 300억 환 등으로 구상한 것이었다. 이와
제강 부문에서 약 10만 톤을 생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 정부의 종합제철 건설 의욕도 산업간 연계와 자금 문제를 충분

히 고려하지 않은 데다,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결국 현실화되지 못
했다.

은 나라’가 추진하는 종합제철 건설에 선뜻 힘을 보태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2절 민간 부문 철강업 태동

철강업 재건 노력을 이어갔다.

국가 재건과 경제 복구를 위한 철강업 육성 노력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민간 차

까지 강원도 양양에 선철 연산 2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마련

를 복구하게 되는 대한중공업공사, 삼화제철공사 외에 광복 당시 남아 있던 철강 관

하고 정부는 국가 재건과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철강산업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1958년 8월 26일에는 상공부가 기존 ICA 자금 확보 방안을 더욱 구체화해 1965년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제철 건설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대한중공업공
사가 건설을 맡고 △ICA 자금 3000만 달러와 내자 150억 환을 투입하며 △고로용

광법과 직접환원제철법을 병용하고 △LD(Linz-Donawitz) 제강 방식을 채택한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마저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제철 건설계획이라는 의의만 남긴 채 결

국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이유는 △활용 가능한 자원, 자본, 기술 등에 대한 실지조

사를 소홀히 했고 △정부 부처 간 상호협력이 부족했으며 △사업을 직접 운영할 재

계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과 기술을 제공할 선진국이 후진

원에서도 철강업을 일으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이어졌다. 정부 지원을 받아 설비

련 설비로는 조선기계제작소, 관동기계제작소, 철도청 용산공작창, 조선중공업(현 한
진중공업) 등에 소규모 전기로가 있었다. 이들 설비는 제강설비라기보다는 자체 기계
제작을 위한 주강(鑄鋼)설비였다.

광복 직후인 1946년 대한철강(현 대원강업), 한국기계주물제작소, 1949년 조선선

재공업(현 조선선재)이 설립돼 소규모이긴 하나 선재류나 주철품을 생산했다. 하지만
곧이어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많은 설비가 소실돼 철강업 복구는 전쟁 이후를 기약
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전방에서 치열한 공방과 정전협정이 동시에 진행

국의 철강업 발전을 도울 진정한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되는 사이 후방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업이 속속 설립되기 시작했다. 철강 분야도 예

이 겹치며 국가적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여기에 정치사회적 혼란이 겹치

일신제강은 1982년 부도로 포항제철의 위탁경영을 받으며 동진제강으로 상호가 바

1950년대 후반부터 국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물가 상승과 저축률 하락

면서 결국 4·19 혁명에 의한 제2공화국 출범으로 이어졌다.

새 정부 출범 이듬해인 1961년 3월 상공부는 서독 차관에 의한 산업개발계획안을

마련해 부흥부에 넘겼다. 이 계획안에도 종합제철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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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는 아니어서 1954년 8월 신생산업이 설립돼 1975년 일신제강으로 상호를 바꿨다.
뀐 뒤, 경영정상화 이후 동부제강을 거쳐 현재의 동부제철이 됐다.

1953년 9월에는 동아제강이 설립돼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와이어 로프 및 경

강선 등을 생산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동아제강은 1993년부터 현재의 만호제강 상호
1편 포항제철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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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했다. 1952년 11월에는 강원탄광이 설립돼 1966년 강원산업으로 상호를 변경

부터 포스코역사관 앞 호수공원에 전시하고 있다.

적인 전기로 대용량화 시대를 열었으며, 기계·주물 제품을 주로 생산하다가 2000년

설립됐다. 애초 강관을 비롯한 철강재를 수입하던

대한철강도 1952년 영등포에 임시공장을 세우고 재기해 1954년에는 수입에 의존

지정되자 자체 생산을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이었

1960년 10월에는 부산철관공업(현 세아제강)이

하고, 1970년 제강업에 뛰어들었다. 특히 1975년 70톤 규모의 전기로를 가동해 본격

해덕철강이 자전거용 강관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3월 현대제철에 통합됐다.

다. 부산철관공업은 이후 부산파이프, 세아제강으

하던 철도차량용 스프링 개발에 성공했고, 1955년에는 국산 자동차의 효시인 시발

자동차에 스프링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1961년 대원강업으로 상호를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4년 7월에는 동국제강이 설립돼 철사와 못을 생산하다가 1959년부

터 본격적으로 선재제품을 생산했으며, 1963년부터는 대규모 철강공장 건설에 착수

포스코역사관에 전시하고 있는 삼화제철소 마지막 고로(1993년 인수)

로 상호를 변경했고, 창원강업(현 세아특수강), 기

아특수강(현 세아베스틸) 등을 인수하며 철강전문

기업인 세아그룹으로 거듭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 1965년 8월 국내 최초로 고로를 가동했다. 고로는 연산 3만 톤 규모로서 지금 규

1961년 1월에는 대한제철이 설립돼 5톤 규모의 평로를 가동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로 동국제강은 국내 굴지의 철강기업으로 성장했다.

설치하고 빌릿을 생산했다. 1962년 12월에는 연합철강이 설립돼 1967년 9월부터 냉

모와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국내 철강업 발전사에 의미 있는 진전이었고, 이를 계기
이처럼 1952년을 전후해 민간 부문에서도 철강업 혹은 철강업과 직접 연관된 금

속 및 기계공업 재건을 위한 노력이 역동적으로 펼쳐졌다. 물론 그 배경에는 정부의
1952년 철강업 재건계획 수립 등 철강업 육성 분위기가 고조돼 있었다. 특히 종래에

는 제강설비는 갖추지 못하고 압연 제품만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1960년대 초

부산제철(1969년 동국제강이 경영권 인수)이 설립돼 12톤급 아크(Arc)식 전기로를
연제품을 생산했다. 대한중공업공사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관리되다가, 5·16 군

사정변 이후인 1962년 11월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되고 상호도 인천중공업(현 현대제
철)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민간 부문에서도 철강업 및 관련 산업의 재건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로 접어들면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제강과 압연이 결합된 일종의 일관생산 형태도

서 정부 주도의 철강업 육성 정책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취약한 자본과 영세 노후설

틸)이 용선로(Cupola)와 횡취식 전로를 결합한 비교적 손쉬운 제강법을 개발하면서

가 낮아 종합제철 건설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속속 등장했다. 관동기계제작소를 모태로 1955년 출범한 대한중기공업(현 세아베스
이러한 흐름을 이끌었다.

1957년 설립된 한국철강(1972년 동국제강이 인수)은 박판 위주로 생산하다가

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제선·제강·압연 간 불균형의 심화로 철강 자급도

1960년대 중반부터 국내 최초로 중후판을 생산했다. 정부의 지원에도 정상조업도를

3절 잇따른 종합제철 건설 구상

무역 설도식 씨에게 불하돼 삼화제철주식회사로 재출발했다. 1973년 10월에는 동국

1.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종합제철 사업 점화

년에는 대동건설이 삼화제철소를 인수해 아파트 건설 부지로 전용하면서 고로를 포

졌다. 5·16 군사정변 이후 출범한 정부는 자주국방과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

달성하지 못했던 삼화제철공사는 ‘귀속재산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1958년 5월 범한
제강이 삼화제철소를 인수하고 고로를 개수해 생석회 소성공장으로 활용했다. 1991
함한 제철 설비를 모두 매각했다. 포스코는 삼화제철소의 마지막 고로를 근대 제철
산업 유산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1993년 인수해 보관하다가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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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 정부에서도 계획으로만 그친 종합제철 건설은 결국 새 정부 몫으로 넘겨
었다. 1961년 5월 31일 정부는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민간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 아래 강력한 계획성을 가미한 경제체제 확립을 주창하는 기본경
1편 포항제철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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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책을 발표하고, 철강 등 주요 기간산업 육성에 치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 한국종합제철 설립

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1962년부터 5년간 추진할 종합경제재건계획을 발표했다. 이

산공업지구 기공식을 거행했다. 기공식에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본격적인

1961년 7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경제기획원 신설과 함께 기본경제정책을 구

정부는 1962년 1월 26일 ‘울산 종합공업지구의 건’을 각의에서 의결하고, 2월 3일 울

계획은 강철 22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을 외자 3200만 달러, 내자 300억 환을 투입해

추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울산공업지구는 종합제철 건설을

1966년까지 완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상공부가 8월 18일 발표한 1961년

핵심으로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등과 함께 항만과 철도 등 인프라도 완비할 계획이

도 상공시책에도 종합제철 건설계획은 기간산업 건설 등 11개 항목에 포함돼 있었

었다.

다. 이어 정부는 1962년 1월 13일 종합경제재건계획에 기초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울산공업지구에 종합제철 건설이 예정되자 한국경제인협회도 차관 도입과 기술협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 종합제철 건설은 선철 25만 톤, 강괴 22만 톤 규모의

력을 검토하기 위한 2차 민간외자도입교섭단을 구성해, 2월 8일 유럽과 미국으로 향

민간 부문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종합경제재건계획

(Demag), 크루프(Krupp), 구테호프눙스휘테(Gutehoffnungsh tte) 등 3개사를 차

종합제철을 1962년 착공해 1966년 준공하는 것으로 한층 구체화됐다.

했다. 이정림, 이동준, 남궁연 씨 등이 포함된 종합제철 건설팀은 서독의 데마그

중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1차 기간산업 건설계획안을 마련해

례로 방문했다. 교섭 결과 4월 7일 교섭단의 일원이며 민간투자공동체 종합제철사업

1961년 9월 15일 국가재건최고회의 등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포함된 종합제철 건

대표를 맡은 이정림 씨와 이들 3개사로 구성된 덴할트 DKG 대표 간에 종합제철 건

설 내용은 삼화제철이 건설을 맡고 외자 3200만 달러, 내자 200억 환을 투입해, 연

설을 위한 계획조사와 예비설계 등을 골자로 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산 선철 24만 5000톤 규모의 제철소를 1965년까지 준공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경제

정부는 민간투자공동체 활동이 가시화되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1962년 4월 11

인협회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1차로 민간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제철공장과 비료공장 건설에 우선 적용할 ‘부정축재 환수를

유럽과 미국의 여러 나라를 순방했다. 이들 가운데 유럽 지역을 방문한 민간경제사

위한 회사설립 임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적용 대상이 될 회사를 5월 15일

절단 일원이 서독과 예비교섭을 끝내고 사업실행서를 교환하는 단계까지 일을 진행
하기도 했다.

경제기획원은 1961년 10월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외자도입 대상사업으로 종합제

철 등 17개 사업을 확정하고, 민간기업 선정에 나섰지만 종합제철공장과 비료공장 건
설을 맡을 적격자는 선정하지 못했다. 1962년 1월 29일 경제기획원은 대안으로, 당시

부정축재자로 지목된 기업인들에게 투자공동체를 구성하도록 했고, 같은 날 각의는

이를 의결했다. 민간투자공동체 구성 골자는 1961년 7월 14일 제정된 부정축재처리
법과 1961년 10월 26일 제정된 부정축재환수절차법에 따라 부정축재자들 가운데 종

합제철공장과 비료공장 건설에 투자를 희망하는 자와 일반 민간인을 투자공동체에

참여시키되, 부정축재자의 투자금액 중 환수금 해당액은 정부 주식으로 환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곧 실행에 옮겨 종합제철사업에는 대한양회 이정림, 동양시
멘트 이양구, 극동해운 남궁연, 대한산업 설경동 씨를 참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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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설립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는 상공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

설은 미국 AID차관과 서독 상업차관이 서로 경합하게 됐다. 정부는 유리한 조건을

주 씨를 추가해 5인으로 구성됐고, 이를 통해 건설할 제철소 건설 소요액은 1340억

기로 했다.

었다. 이에 따라 종합제철 투자공동체는 기존 이정림 대표 등 4인에 전남방직 김용

환, 출자액은 123억 1700만 환으로 계획됐다. 4월 30일에는 한국종합제철주식회사

제시하는 측과 계약을 맺기로 방침을 정하고, 12월까지 차관 도입처를 최종 결정하

(이하 한국종합제철) 발기인대회을 열어 정관을 채택하고, 자본금 405억 환에 해당

3. 한미합작 기본계약 체결

환수주는 118만 5000주, 일반공모 대상주인 비환수주는 286만 5000주로 구분돼

고 결론짓고, 1962년 11월 30일 경제기획원에서 김유택 경제기획원 장관, 이정림 한

하는 주식 405만 주를 전량 발기인이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405만 주 중 부정축재
있었다.

상공부는 5월 4일 한국종합제철 정관을 인가했고, 한국종합제철은 특별법이 명시

한 기한인 5월 15일 예정대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납입금은 39억 2445만 환이었으
며, 사장에는 이정림 씨를 임명했다. 당시 정부는 사업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단적인 예로 발기인대회에 불참하고 환수금도 납부하지 않은 전남방직 김용주 사장

정부는 미국과 서독이 제시한 조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미국 측 조건이 유리하다

국종합제철 사장, 포이(Fred C. Foy) 미국 투자공동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 합
작 종합제철 건설투자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기본계약 내용은 연산 31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외자 1억 1789만 2000달러, 내자 49억 549만 원(3773만 4000달러 상당) 등
1억 5562만 6000달러를 들여 42개월 이내에 울산에 짓는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포이 대표의 태도였다. 소요자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8243만 3000달러를

을 전격 구속하기도 했다.

AID 차관으로 조달하는 문제에 대해 확답할 수 없고, 다만 사업계획이 건실하다면

촉해 3월 20일 남궁연 씨와 스나이더(W. Sneider) 블로녹스(Blaw-Knox) 사장이 울

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당시 주된 차관 공여처인 AID는 기본계약

서독과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민간외자도입교섭단 일부는 미국 철강업계와도 접

산 철강공장 건설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5월 11일에는 밴 플리트(Van Fleet) 등
실업인 28명으로 구성된 미국 사절단이 울산공업지구에 대한 투자기회를 검토하기

위해 내한했고, 5월 17일 한국 실업인들과 종합제철 건설 가계약을 체결했다. 가계
약 주요 내용은 블로녹스, 코퍼스(Koppers),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인터내

AID 측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향후 제철소 건설에 차질

체결 전부터 △한국에는 제철사업에 필요한 자원이 빈약하고 △철을 생산하는 것보

다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제철소 건설비를 다른 산업 건설에 전용(轉用)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제철소 건설에 회의적인 전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본계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1962년 12월 13일

셔널컴퍼니(International Company) 등 4개사가 공동 투자해 종합제철을 건설하

국무회의에서 한미합작회사 발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한국종합제철 공장건설 승

하기로 했다. 시설 용량은 35만 톤, 건설 자금은 미국 국제개발처(AID : Agency for

다는 보완책도 마련했다. 한국종합제철은 부정축재처리법 적용을 받는 회사였기 때

되 엔지니어링 회사인 코퍼스가 경영과 기술 지원을 담당하며, 3개사는 설비를 공급
International Development) 차관과 민간자본을 포함한 외자 8000만 달러, 내자
300억 환으로 정했다.

미국과의 교섭이 진척을 보이자 서독의 움직임도 빨라져, 6월 2일 서독 실업인단

인 취소를 의결하고, 신설회사가 한국종합제철의 업무와 이미 체결된 계약을 승계한

문에 내자 확보를 위한 일반투자자 공모나 정부 차관을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상법과 외자도입법 적용을 받는 새로운 성격의 회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1963년 들어 종합제철 사업에 대한 우려는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한미합작

이 경제기획원을 방문해 투자를 협의했다. 7월 6일에는 서독 제작자협동체 대표와

회사 설립에 필요한 내자 조달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주식을 공모했다.

업으로 결정해 7500만 마르크를 배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로써 종합제철 건

모한 액수는 불과 1347만 원에 불과해 내자 조달 계획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1962년도 상업차관을 1억 9000만 마르크로 늘리고, 종합제철을 투자 우선순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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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5월에는 AID가 차관 제공을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외자조달 역시 어렵게 되어
회사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이 와중에 기술적인 면에서도 직접환원법과 고로법 중 어
느 것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일어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투자공동체와 맺은 기본계약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했다.

정부는 제철소 규모를 축소해 사업비를 외자 8000만 달러, 내자 35억 5000만 원으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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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로 미국과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20억 원에 달하는 정부 투융자 자금조

달이 여의치 못해 이 역시 보류됐다. 결국 정부 지시에 따라 6월 30일 한국종합제철
은 잔무 정리 인원만 남겨 놓고 직원들을 철수시킴으로써 사실상 해산 상태에 들어

갔다. 이어 1964년 1월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정하면서 종합제철 사
업을 제외함으로써 종합제철 건설은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1절 KISA를 통한 종합제철 건설 추진

합제철 건설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섰기

1. 종합제철사업 재점화와 철강 외교 본격화

합제철 사업에 쏟을 여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 AID, 독일 기업,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산업의 기초 소재인 철강제품 수요 급증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중 종합제철 건설계획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종

때문이었다. 계획 기간 중 비료공장 건설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종
미국 기업이 종합제철 건설과 관련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혼선이 빚어지

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외자조달의 실패였다. 민간투자공동체가 서
독 DKG와 추진하던 연산 37만 톤 규모의 세 번째 종합제철 건설계획도, 한미합작회
사 설립으로 미국투자공동체와 추진하던 연산 31만 톤 규모의 네 번째 종합제철 건
설계획도 외자조달의 문제를 넘지 못하고 결국 좌초해 버렸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한 제3공화국 정부는 빈곤 추방과 자립경제를 목표로
필연적이었다.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 첫해인 1962년 당시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1962년 국내 조강 총수요는 29만 3000톤인 데 비해 생산량은 14만 톤으로 자급도

가 47.8%에 불과했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기존 생산시설 개·보수나 확충으로 철강 수
요에 대처하고자 했으나, 설비가 노후하고 규모도 영세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
었다. 철강재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국제수지 적자 폭도 확대됐다. 이러한 상

황은 철강자급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정부는 종합제철 건설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해
국민적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1964년 12월 4일 제10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철강공업 육성계획’을 의결

했다. 이는 1967년 시작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준비하면서 종합제철 사업
재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계획의 골자는 △연산 10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단계적으로 건설 △제철 방식은 기술이나 경제성 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형 고로
방식 채택 △공장 입지는 원료 수입에 대비해 항만 조건이 양호한 동해안 선택 등이
었다.
022

포스코 50년 통사

1편 포항제철 탄생

023

술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연말에는 제철소 건설 후보지 선정을 위해 내한했다.

정부는 이 계획을 대한금속학회에 보내 자문을

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은 1966년 1월 대통령 경제기획원 초도 순시에서 보고됐다.

구했다. 대한금속학회 역시 소규모 제철소를 건설
하는 것보다는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한 100만 톤

보고서는 종합제철 최종 규모를 연산 100만 톤으로 하되 먼저 8300만 달러를 투입해

건설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정부는 종합제철 건

내용을 담고 있었다. 추천된 입지는 울산 염포리, 삼천포, 마산 등이었다.

연산 50만 톤 규모의 1기 설비를 건설하고, 같은 규모로 2기 설비를 추가 건설한다는

급 이상의 제철소를 제반 여건이 양호한 동해안에

설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그러나 계획을 실현
하려면 당시 철강 선진국이었던 미국, 유럽, 일본

등의 협조가 필요했다. 종합제철을 건설하기 위해

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상당한 수

미국 피츠버그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1965. 5)

준의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었다.

제3공화국 정부가 이처럼 종합제철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강

한 의지 때문이었다.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5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관련 차관 요청을 위한 방미 기간에 피츠버그 철강공업지대를 방문해 포이 코퍼스
회장을 만나는 일정을 별도로 포함시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종합제철 건설사업에

2. KISA 구성과 IECOK 창립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섰음에도 국제차관단 구성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1966년 2월 2일 대통령과 경제기획원 장관 명의로 미국 코퍼스에 국제제철차관단

구성을 주도해 달라는 위임 서한을 보냈다. 이어 6월 22일에는 후속 조치로 미국의

코퍼스·블로녹스·웨스팅하우스, 서독의 데마그·지멘스(Siemens), 일본의 야와타제철·
히타치조선(日立造船)·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 등 3개국 8개사에 사전 동의서
를 발송했다.

정부는 국제 공조에 기대를 걸고 7월 2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종합제철 건설계획안

포이 회장도 큰 관심을 표명했고, 이 만남은 국제제철차관단 출범의 단초가 됐다.

을 의결했다. 주요 골자는 △1966년과 1970년에 각각 50만 톤 규모 설비 착공, 100만

구도 화답했다. 1965년 11월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부흥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회

되 여의치 않을 경우 미국, 일본, 독일, IBRD 중 한 곳에서 조달 △내자 2350만 8000

정부가 종합제철 건설을 포함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차관을 요청하자 국제금융기

(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경제조사단이 내한해 한국경제

전반과 대한(對韓) 경협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국제부흥개발은
행(IBRD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도 보고

됐다. 1966년 5월 접수한 IBRD의 종합제철 건설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는 50만 톤
규모 종합제철공장 건설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 때 미국 측이 보여준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

톤 규모 제철소 건설 △외자 1억 3892만 5000달러는 우선 국제제철차관단에 의존하
달러는 전액 정부가 출자하되 향후 민간투자로 대체 등이었다. 입지는 울산 태화강

동쪽, 부산 해운대 공업지대, 삼천포, 기타 후보지 순으로 조사해 선정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종합제철 건설계획안에 따라 1971년에 1단계로 5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을 완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1966년 9월 15일까지는 국제

고 종합제철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시 철강 선진국으로 새롭게

제철차관단이 구성되기를 기대하며, 일본 측 설득 등에 만전을 기했다. 그 연장선상

심을 표명했다. 일본철강연맹과 해외기술협력사업단은 물론 후지제철(富士製鐵), 야

국 8개사를 주축으로 9월 말까지 구성을 끝낸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 뜻

부상하고 있던 일본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의 요청에 일본 철강업계도 큰 관
와타제철(八幡製鐵) 등 철강 대기업 6개사는 도미야마 에이타로(富山英太郞) 씨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철강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1965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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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9월 8일 한일 경제각료회담에서도 차관단의 조속한 구성에 대해 협의하고, 3개
과는 달리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차관단은 10월에도 구성되지 못했다.

일본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시 일본이 한국에 제
1편 포항제철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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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기로 한 상업차관 규모를 놓고 양국 정부가 논란을 벌이는 중이어서 일본 기업

부에서 IECOK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정부는 IECOK를 통해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

조사단을 구성해 별도 보고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미국 기업이 차관단 구성을 주도하

상환 능력을 인정받고자 했다. 이 회의에는 미국, 일본, 타이완, 프랑스, 서독, 이탈리

들이 차관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기업들은
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 철강업계 내부적으로는 야와타제철만 차
관단에 참여하는 것에 다른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966년 10월 말까지 일본 측의 확답을 받지 못하자 정부는 11월 26일 일본의 참

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제철차관단을 조기에 구성해 달라는 서한을 코퍼스에 보

온 외자 도입처를 국제기구를 포함해 유럽 여러 나라로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차관
아, 캐나다, 호주 등 8개국 대표와 IMF, IBRD,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고, 영국 대표도 옵
서버로 참가했다.

KISA는 차관단 구성 원칙과 출자 규모만 정했던 1차 회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냈다. 12월 6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첫 회의가 개최됐다. 사전 동의서를 보낸 미국의

1967년 1월 16일 서독 뒤스부르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프랑스 앵

(The Wellman Steelworks Engineering), 이탈리아의 임피안티(Societa Italiana

별로 할당했다. 제철소 규모는 초기 조강 연산 50만 톤으로 하되 추후 100만 톤으로

코퍼스·블로녹스·웨스팅하우스, 서독의 데마그·지멘스를 비롯해 추가로 영국의 웰먼

Impianti) 등이 참가한 4개국 7개사는 4일간의 회의를 통해 한국에 종합제철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사항에 합의했다. 이로써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 : Korea
International Steel Associates)이 정식으로 발족했다.
당시 합의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 한국에 종합제철을 건설하기 위해 KISA가 1억 달러, 한국이 2500만 달러를 출자한다.
• 한국과의 협상은 주로 코퍼스가 담당한다.

• 서독 데마그는 영국, 이탈리아 회사 입장까지 대표한다.

• 일본 야와타제철을 차관단에 포함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 KISA와 한국정부가 합의한 장소에 1967년 봄까지 공장을 착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가능한 한 IBRD 및 IECOK와 협조관계를 유지하되 직접적인 관련은 맺지 않는다.

그러나 KISA는 1차 회의에서 차관단 구성을 위한 원칙과 출자 규모를 정했을 뿐,

투자 시기 및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의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뤘다.

시드(Ensid)를 추가로 참여시키고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제반 설비공급 내역을 국가

확장하기로 했다. 이어 3월 13일 피츠버그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가별 자금부담 비

율을 조정하는 등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 규모 및 조달 방법을 논의했다. 그 사
이 코퍼스는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제철소 입지와 내자 비용 확정을 위한 현지조
사를 하는 등 정부와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4월 6일 KISA와 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가협정을 체결하고, 정식 협정은 7

월로 연기했다. 기본협정을 미루고 가협정을 체결한 것은 KISA가 제시한 건설비가

50만 톤 규모 기준으로 소요 외자만 1억 2500만 달러에 달해 정부가 예상한 9000만
달러 내지 1억 달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에는 조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가협정 골자는 다음과 같았다.

• 제철소 규모는 조강 기준 100만 톤으로 하되, 1단계 50만 톤은 1967년 7월에 착공해 1970년 5월에 완
공하고, 2단계는 1974년에 착공하여 1976년에 완공한다.

한편 정부는 종합제철 건설 외에도 1967년 시작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

• KISA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에 대해 한국은 4개월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7월까지

외자도입 관련 법률들을 통합한 외자도입법을 제정, 공포했다. 국제사회 지원을 이끌

• 소요 외자 약 1억 2500만 달러는 미국과 독일이 각 30%, 이탈리아와 영국이 각 20%씩 조달하되, 차

진에 필요한 외자도입이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1966년 8월 종래의
어내기 위한 대한국제경제협의체(IECOK : International Economic Consultative

Organization for Korea) 창립을 추진해, 1966년 5월 19일 런던에서 IBRD 주관으

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예비회담이 열렸다. 1966년 12월 12일에는 파리 유네스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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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계약을 맺는다.

• 한국 정부는 국제기술용역단을 지명해 기술 및 가격조건 등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고 확정한다.
관 조건은 연리 6%, 3년 거치 12년 상환으로 하고, KISA가 교섭·주선한다.

• 향후 제강시설 건설을 위한 교섭에서 정부는 KISA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한다.

가협정은 핵심조항을 거의 미결 상태로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문제점을
1편 포항제철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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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차관단이 각국으로부터 도입할 차관을 주선한다고만
돼 있을 뿐 차관 제공 주체, 액수, 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었다.

한 후보지로 추천했다.

정부는 지가 상승을 우려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조강 연산 300만 톤

정부는 KISA와 가협정 체결 이후 KISA가 제시한 건설계획안의 타당성 검토를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는 월포, 포항, 삼천포, 울산, 보성

검토를 진행했고, 정부는 6월 23일 보고서를 접수했다. UNDP 기술조사단의 의견은

공사에 현지 조사 및 비교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포항이 최적의 조건을 갖춘

UNDP에 의뢰했다. UNDP 종합제철 기술조사단은 1967년 5월부터 6월까지 내한해
대체로 호의적이었지만, 제철소를 50만 톤씩 두 차례에 걸쳐 건설하는 것이 한꺼번

에 100만 톤 규모로 건설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30~35% 증가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3. 최종 입지 포항 선정과 기공식

등 5개 지역을 집중 조사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1967년 5월 11일 한국종합기술개발

곳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1967년 6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포항을 종합제철 건설
예정지로 결정하고, 7월 7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월례 경제동향보고회의에서 건설
부 보고를 통해 포항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포항이 최종 입지로 선정된 이유는 종합제철공장을 장차 300만 톤 규모로 확장한

다는 전제 아래 입지를 물색했는데, 포항이 991만 7355m (300만 평) 이상의 공장부
2

KISA가 출범하고 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가협정이 체결될 즈음, 대내적으로는 종합

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루 25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8만

다 입지 선정이 까다롭고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하는 제조업의 입

5000KW이나 공장 내에 9만KW 용량의 자가 발전소 병설이 가능하다는 점, 이 밖에

제철이 들어설 입지 선정이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종합제철은 다른 어느 산업시설보
지 선정은 충분한 면적과 단단한 지질, 항만·철도·도로·전력·용수 등 사회간접시설, 필
요한 인력을 공급해 줄 배후도시, 원료 조달의 편리성, 시장과의 거리 그리고 국토의
종합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톤급 화물선의 정박과 연장 250m의 접안시설 건설이 가능하고, 소요 전력은 13만
도 지원사업비, 유지관리비, 조강 톤당 건설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항이 최
적지로 꼽혔다.

종합제철 입지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특히 항만이 중요하다. 종합제철은 막

대한 양의 원료를 사용하는 데다 우리나라는 이를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 선박을 통한 운반이 불가피하고, 제품 또한 엄청난 부피와 무게를 가지고 있어
서 양호한 항만이 필요했다. 흔히 제철업을 운송업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
유 때문이었다.

정부가 종합제철 건설을 위해 후보지로 검토한 지역은 동해안의 삼척·묵호·속초·월

포·포항·울산, 남해안의 부산·진해·마산·삼천포·여수·보성·목포, 서해안의 군산·장항·비
인·아산·인천 등 18개 지역에 이르렀다. 1965년 말 정부 요청으로 내한한 일본 조사단

의 후보지 조사보고에 따라 울산 염포리, 삼천포, 마산 등이 물망에 올라 있었으며,

경제기획원은 항만 조건이 양호한 삼천포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하고 있었다. 1967

년 2월 내한한 코퍼스의 기술진은 우리나라 전역을 답사하고 인천, 마산, 비인, 포항,
부산, 삼천포, 울산 등 7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삼천포와 울산을 가장 유력
028

포스코 50년 통사

포항제철소가 들어서기 전의 영일군 대송면 동촌동 일대(1967. 10)

1편 포항제철 탄생

029

철저한 보안 속에 입지를 선정했지만, 제7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6·8총선과 맞물

리면서 각 후보지의 종합제철 유치전이 치열했다. 특히 포항은 포항상공회의소가 주
도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치운동을 전개하며, 청와대와 관계 요로에 건의서와 연
판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입지 선정 이후 종합제철 사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1967년 10

월 3일 경상북도 영일군 대송면 송내리에서 종합제철 공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장기영 부총리, 김윤기 건설부 장관, 김인 경상북도 지사, 샌드배크 코퍼
스 부사장 등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포항과 영일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

5. KISA와 기본협정 체결

정부와 KISA가 1967년 4월 6일 가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월까지

기본협정이 체결되지 못하자, 정부는 8월 7일 실무교섭단을 미국에 파견해 8월 30일
까지 최종 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진행시켰다. 교섭 결과 당초 조강 연산 50만
톤이었던 생산 규모를 60만 톤으로 늘리고, 설비 자금은 KISA가 제시한 1억 2900만

달러를 1억 달러로 감액하되, 시설 성능이 보장될 때까지 총건설비 중 10%의 지불을
유예한다는 단서를 달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교섭 내용을 토대로 9월 11일 설비 규모 조강 연산 60만 톤, 건설비 규모 외

성공적인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기원했다.

자 9959만 9000달러 및 내자 3500만 달러, 실적 정산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

4. 부지 매입

고 9월 25일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설계획안을 확정해 KISA에 통보했다. 이를 토대로 KISA는 기본협정 초안을 작성하

포항을 종합제철 입지로 선정했지만 부지 매입, 주민 이주, 부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부지 매입은 경상북도가 주도했다. 경상북도는 1967년 7월 18일 김인 지사를 본부

장으로 하는 공업단지조성본부를 설치해 부지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매

입 대상 부지 1157만 248m (350만 평) 가운데 국유지는 165만 2893m (50만 평)에
2

2

불과해, 991만 7355m (300만 평)에 달하는 부지를 주민들을 설득해 가며 매입한다
2

는 것이 예삿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입지 선정 발표 이후 포항의 땅값이 급등해 예산
확보도 어려웠다.

특히 이해 관계가 걸린 지가 산정이 어려운 과제였다. 지금과 같은 전문 감정기관

는 물론 실수요자로 선정된 대한중석 관계자는 KISA 측이 제출한 초안을 면밀히 검

토한 뒤 KISA 측과 개괄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IBRD는 우리 정
부에 KISA와의 기본협정 체결과 관련해 유의할 점을 권고하는 건의서를 보내 왔다.

건의서 내용은 △단계적 제한 계약으로 할 것 △국제적인 컨설턴트를 구할 것 △터
키의 에르데미르(Erdemir), 브라질의 우지미나스(Usiminas), 인도의 빌라이(Bhilai)
제철소 등 차관단이 건설한 유사 공장을 견학할 것 △건설 초기 운영계약으로 할 것

등이었다. 정부는 IBRD의 권고를 받아들여 터키 에르데미르제철소를 방문해 건설
경위와 현황을 조사했다.

경제기획원, 상공부, 실수요자인 대한중석 등의

이 설립되기 이전이라 지가 산정은 포항 소재 5개 금융기관이 합동으로 담당했다. 감

관계자로 구성된 우리 측 대표단과 KISA 대표단

대표 2명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최종 결정했다.

한 예비회담을 개최했다. 제기된 주요 현안들은 10

이 9월 28일 경제기획원에서 기본협정 체결을 위

정가격은 경상북도 건설국장과 지역개발과장, 영일군수, 조흥은행 포항지점장, 주민

월 12일 2차 예비회담에서 재론돼 개괄적인 합의

심의위원회는 주민 반발을 고려해 경주나 안강 등지로 옮겨 다니며 회의를 열어야만

에 도달했다. 정부와 KISA는 1967년 10월 20일 마

했다. 그러나 감정 가격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아 시위가 일어나거나 심의위원회에

침내 전문 45개조로 이뤄진 종합제철 건설에 관한

참여한 주민대표가 감정된 지가에 동의하지 않아 유회를 거듭했다.

부지 매입은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나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1968년

5월 30일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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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협정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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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협정은 기술용역에 중점을 두고, 자재 공급과 건설에 대한 사항은 일반 원칙만 설정한다. 자재 공
급, 선적, 성능 보장, 대금결제, 차관, 건설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을 체결한다.

• 시설 규모는 최초 규모 조강 연산 60만 톤(제품 기준 48만 톤)으로 하고, 확장 규모는 최초 규모 포함
100만 톤 이상으로 하며, 장래 규모는 조강 연산 300만 톤 이상으로 한다.

• 자금 규모는 외자 9570만 2000달러(가격 변동폭을 10% 안팎으로 함), 내자 3500만 달러로 한다.

• 건설 실수요자는 대한중석으로 하여 외자 공사는 KISA, 내자 공사는 대한중석이 각각 기술감독을 담당
한다.

2절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범
1. 실수요자로 대한중석 선정

종합제철 사업을 담당할 실수요자 선정과 신설회사 출범은 KISA와의 지난한 협상이
나 우여곡절 많았던 입지 선정과는 달리 순조로웠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종합제
철 사업을 추진할 적임자로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을 일찌감치 점찍어 놓고 있었다.

정부는 1967년 9월 8일 대한중석을 종합제철 사업 실수요자로 내정했다. 이에 대

그러나 이 기본협정에는 가협정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문제가 내포돼 있었다. 가장

해 박태준 사장은 △외국 차관은 대한중석이 교섭 추진하도록 할 것 △대한중석의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금조달 계획도 불분명해 상호 협조해 제철소를 건설

부 주식에 대한 배당은 내부에 유보해 준비금으로 대체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했고,

중요한 점은 KISA 회원사들이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있을 뿐 기본설계가 나온 뒤 정부와 KISA가 협력해 자금을
조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정

자금 부족은 정부 재정자금으로 충당할 것 △민간 주식에 대한 배당을 보장하고, 정
정부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실수요자 선정은 쉽게 마무리됐다.

1967년 9월 11일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중석을 종합제철

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계별 추진계획 결과가 수락할 수 없는 수준일 경

건설사업 실수요자로 공표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중석을 실수요자로 선정하려

써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위해 실무교섭단을 미국에 파견하기 직전 청와대에 이를 보고한 때였다.

우 KISA에 해당 시기까지의 기술용역비만 지불하고 협정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

는 의중이 가시화된 것은 같은 해 8월 초 경제기획원이 KISA와 기본협정을 체결하기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중석을 실수요자로 지목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

6. 기술용역계약 체결

째는 내자 조달이었다. 당시 정부 재정으로는 종합제철 건설에 단독 출자하기 어려웠

Preliminary Equipment List)를 접수하고, 일반기술계획서(GEP : General

확보하고 있었다.

정부는 1967년 8월 KISA로부터 종합제철 건설에 관한 예비사양명세서(PEL :
Engineering Plan) 및 추가 조항 협상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 1967년 11월 주요 철

다. 대한중석은 국영기업체이면서 1966년 이후 경영 호전으로 풍부한 유보 자금을
둘째는 추진 인력 확보로, 이것이 더 중요했다. 당시 대한중석은 뛰어난 리더십과

강 선진국에 기술용역 제안을 요청했다. 그 결과 영국, 서독, 호주, 일본 등 4개국으로

경영능력을 보유한 박태준 사장이 경영을 맡고 있었고, 기업체 근무 경험이 풍부한

철강자문용역단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차관공여 주체가 일본 철강자문용역단을 기

원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었다. 자금과 인력 면에서 종합제철 사업 실수요자로서는

부터 제안을 받았고, 용역 조건이 유리하고 철강업 여건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
피하거나, KISA와 일본 철강자문용역단이 기술적인 문제로 대립할 경우에 대비해 미

국 바텔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를 제2의 기술자문용역단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1968년 2월 일본 철강자문용역단 및 미국 바텔연구소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측 계약 상대는 일본철강연맹이 추천한 후지제철, 야와타제철, 일본
강관(日本鋼管) 등 3개 회사 합동체로서 후지제철이 이들을 대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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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원과 해외연수를 마친 자원, 금속, 화공, 토목, 건축, 전기 분야의 기술직 사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었다.

실수요자 선정은 대한중석의 이러한 역량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박정

희 대통령이 국민적 염원인 종합제철 건설을 맡길 적임자로 박태준 사장을 오래 전

부터 의중에 두고 있었다. 박태준 사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상공담당 최고위원으

로 재임하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입안에 관여했다. 대한중석 사장으로 있던
1편 포항제철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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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도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니시야마 야타로(西山彌太郞) 가와사키제철(川

성됐으며,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추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두

기도 했고, 1966년에는 대한중석 부설 금속재료종합연구소에 제철소 건설계획 수립

추진위원회는 발족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고 단시일 내에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崎製鐵) 사장을 초빙해 제철소 입지 후보지를 함께 답사하며 제철소 건설 자문을 받

어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고, 사무실은 우선 대한중석 내에 뒀다.

을 지시하는 등 제철소 건설에 있어 준비된 상태였다. 또 오랫동안 적자에 허덕이던

는 결론을 내렸다. 추진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어 지불행위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때문에 신뢰가 클 수밖에 없었다.

보다 적극성을 띠기가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신설회사의 법적 성격은 업무추진

대한중석 경영을 맡아 불과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은 탁월한 경영능력도 돋보였기
대한중석은 종합제철 사업 실수요자로 선정된 직후 종합제철 건설 실무팀을 구성

해 새로운 사업 준비에 착수했고, 정부는 1967년 10월 8일 KISA와의 교섭 등 제반 업
무를 대한중석에 이관하는 대신 최종 서명 단계에서 경제기획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대한중석을 종합제철 사업 실수요자로 선정하자 대한중석 민간 주주들이

반발했다. 그러나 대한중석 경영진은 종합제철 건설이라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민간 주주를 설득하며 건설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했다.

정부와 대한중석은 실수요자 선정 이후 대한중석의 사업 종목에 종합제철 사업을
을 설립해 대한중석이 출자하는 방안을 놓고 비교 검
토했다. 전자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철강사업이
수익성이 높은 기존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고, 후자는 기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최적의 해법은 아니라고 결론

짓고, 종합제철 사업을 전담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

되, 이를 전담할 별도 추진기구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
에 따라 1967년 11월 10일 경제기획원 장관 자문기관

격으로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
위원회)를 발족했다. 추진위원회는 관련 정부 부처 차

관보급을 비롯해 민관을 망라한 12명의 위원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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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로 발족시키되, 추후 여건이 유리
한 시기에 특별법에 의한 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설립 방식은 기간
을 단축하기 위해 모집 설립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즈음 박정희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종합제철 건설에 관한 일반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은 종합제철 건설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1971년까지 완공할 것을 명시했다. 건국 이래 최대의 단일 사업으

로 국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임을 전제하고, 정부 각 부처와 실수요자가 명확한 목표

2.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 발족

추가하는 방안과 종합제철 사업을 담당할 별개 법인

할 수 없고, 자금 집행상 공과금 처리가 곤란하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회사 형태

[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 ]

-경제기획원 장관 자문기관(1967. 11. 10)

위원장

박태준(대한중석 사장)



김규원(대한중석 감사)

위 원










고준식(대한중석 전무이사)
이홍종(조선공사 이사)
윤동석(서울공대 교수)

최형섭(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이우룡(상공부 차관보)

정문도(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진봉현(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이재설(재무부 재정차관보)

김득조(건설부 기획관리실장)
양택식(경상북도 지사)

와 방침 아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것을 당부했다.

추진위원회는 12월 6일 제2차 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신설회사 설립계획안을 정

부에 건의했다.

• 신설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한다.

• 총자본금은 140억 원으로 하고 제1차 수권자본의 한도를 32억 원 규모로 하며, 최초 불입자본금은 
16억 원으로 한다.

• 신설회사에 대한 정부와 대한중석의 투자비율은 3 대 1로 한다.
• 신설회사를 1968년 4월 1일까지 설립한다.

추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1967년 12월 12일 경제기획원에서 박충훈 부

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박태준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제철공장 건설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
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1968년 3월까지 총자본금 100억 원 내지 140억 원 규모의 가
칭 ‘한국종합제철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내자 소요액은 전액 출자금으로

해 1968년 중에 16억 원을 납입하되, 정부와 대한중석의 출자비율은 3 대 1로 하고,
우선 1968년 3월까지 정부 3억 원, 대한중석 1억 원 등 4억 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1편 포항제철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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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설회사의 법적 성격을 정부와 대한중석이 각각 50억 원씩 투자해 공사

조직 기동성을 역설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한 끝에 결국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했다. 신설회사가 상법상 주식회사가 된 것은 박태준 위원장이 대한중석을 경영하면

추진위원회는 1967년 12월 2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1968년 4월 1일을 신설회사 설

설립하게 됐다.

형태로 설립할 방침이었으나, 추진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해 상법상 주식회사로 결정

립 목표일로 잡고 일정계획을 수립했다.

서 회사의 법적 성격이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에

한편 추진위원회는 새로운 회사 설립을 위해 발족됐지만, 회사 설립 후에도 관계

고심 끝에 내놓은 아이디어였다.

특별법에 의한 공사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회

기관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능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

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경영효율과 국제경쟁 면에서는 불리한 데다

원회 규정’을 공포해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 이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

부는 1968년 1월 25일 대통령령 제3349호에 의거한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관리·운영이 관료적이고 복잡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위

건설계약과 차관계약 체결, 자금계획, 공장건설을 위한 기구의 설치 운영, 기타 경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반면 상법상 주식회사는 공사 형태에 비

제기획원 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권을 갖게 됐으며, 규정 공포와 동시에

해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

교통부 기획관리실장과 과학기술처 연구조정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재

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고 설립 절차도 비교적 간편했다.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제3차 회의에서 결의한 업무추진 일정 계획에 따라 1968년 2

박태준 위원장의 아이디어는 두 가지 형태의 장점만 결합한 제3의 형태, 즉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하되 정부가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전례도 없을 뿐더러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 기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포항제철이 창립한 후에는 본격적인 건설체제 돌입

-대통령령 제3349호에 의거(1968. 5. 1)

낸 사실을 지적하며 공사 형태를 권유했다. 하지만 박태준 위원장이 경영 자율성과

에 대비해 5월 1일 정부 관련 부처의 차관보급과 포항

위 원 장 박태준(포항제철 사장)

제철 주요 임원으로 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특히 추

부위원장 정문도(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위











종합제철공장건설
사업추진위원회
첫 회의(196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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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겼다.

[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 ]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일본 야와타제철이 전후 오랫동안 적자를

036

월 14일 사무실을 대한중석에서 유네스코회관으로



간

원

진위원회는 현장에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우용해(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이우룡(상공부 광공차관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포항제철 포항사무소장, 건

이재설(재무부 재정차관보)

설부 현장사무소장, 철도청 현장소장, 한국전력 포항

이승우(건설부 기획관리실장)
김준배(교통부 기획관리실장)

민수홍(과학기술처 연구조정실장)
(이상 당연직 위원)

김용배(대한중석 사장)

윤동석(포항제철 전무이사)
이홍종(포항제철 상무이사)
양택식(경상북도 지사)

노원식(체신부 기획관리실장)

김동수(청와대 상공담당비서관)

사  노인환(경제기획원 공공차관과장)



영업소장, 포항시장, 영일군수, 해병상륙작전기지 참모
장, 포항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포항종합제철공장건

설현지공사조정통제회의를 운영했다. 조정통제회의는
1968년 8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정부사업 추진

과 경상북도 주관의 주민 이주 및 토지 매수 등에 크
게 기여했다. 추진위원회와 조정통제회의는 1971년 1

월 28일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 규정이 폐
지될 때까지 존속했다.

1편 포항제철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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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창립

사장을 초대 사장으로 선임했다. 본사 소재지는 추

봉현 경제기획원 기획차관보, 이재설 재무부 재정차관보, 이우룡 상공부 광공차관

주는 정부를 대표한 재무부 장관과 실수요자인 대

진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유네스코회관에 뒀고, 주

1968년 3월 4일에는 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결의에 따라 박태준 대한중석 사장, 진

한중석으로 구성했다. 총자본금은 140억 원, 제1

보, 윤동석 서울공대 교수, 이홍종 조선공사 이사, 김규원 대한중석 감사 등 7명이 신

차 수권자본금은 8억 원으로 하되 최초 납입자본

설회사 발기인으로 선임됐다. 이어 3월 6일에는 발기인 대회를 열어 박태준 대한중석

금은 4억 원으로 해 재무부가 3억 원, 대한중석이

사장을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는 한편, 전문 9개 항의 발기인 규약을 채택하고 전문

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정관안을 확정했다. 이 밖에도 주식 인수 수, 주식 청약서,
주금 납입 은행, 설립 비용 등을 결정했다.

1968년 3월 20일,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Pohang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창립총회(1968. 3. 20)

1억 원을 3월 20일 납입하고, 3월 28일 설립등기를
마쳤다. 창립 당시 조직은 비서실, 조사역실, 기획

관리부, 총무부, 외국계약부, 업무부, 기술부, 생산

Iron and Steel Company Ltd.)의 역사적인 창립총회가 열렸다. 회사명은 고려종합

및훈련부, 건설부, 포항건설본부 등 2실 8부로 편제했다.

이 들어간 포항종합제철로 최종 결정했다.

일로 삼았던 4월 1일로 정하고 이날 별도 창립식을 거행했다. 창립식에는 박충훈 부

제철, 한국종합제철, 포항종합제철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지명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 대회에서 마련한 정관을 채택하고, 박태준 대한중석

창립요원
구분

성명

박태준

사장

고준식

전무이사

윤동석
임원

(8명)

김규원
정재봉
이홍종
이종열
김창기

황경노
배환식
노중열
안병화

1급

(12명)

유석기
김완주
최주선
곽 증

이상수
김명환
이관희
백덕현

직위

구분

전무이사

성명

2급

상무이사

총무부 차장

이원희

업무부 차장

(6명)

상무이사
상무이사
상무이사
상임감사

장경환
이건배
육완식

업무부 차장
생산및훈련부 차장
건설부 전기 담당
건설부 건설 담당

기획관리부장

여상환

기획관리부 조직규정 담당

외국계약부장

신광식

기술부 제강 담당

총무부장

권태협

업무부장
기술부장

생산및훈련부장

조사역실 조사역
비서실장

기술부 차장

박준민
3급

(8명)

안덕주
이영식
지영학
도재한

기술부 제선 담당
기술부 압연 담당

기술부 공장수송 담당
건설부 토건 담당
비서부 비서

총무부 서무 담당

포항건설본부 차장
조사역실 조사역

포항건설본부 차장

* 1968년 4월 1일 입사자 중 조기 퇴사한 직원 : 신현욱(기획관리부 차장), 이문상(총무부 차장), 최병억(외국계약부 외국계약
담당), 조정완(기술부 제선 담당), 문인식(건설부 기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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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를 비롯한 다수 내빈과 임원 8명을 포함한 창립 요원 39명이 참석했다.

직위

현영환
홍건유

포항제철은 3월 20일 창립총회를 마쳤으나, 창립일은 애초 추진위원회가 설립 목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창립식(196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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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시작된 종합제철 사업은 석

유화학공업, 기계공업과 더불어 3대 전략사업의 하나이며, 자립경제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명예로운 참여 뒤에는 고통스러운 책임이 따르는 것임을 인식하고 피와
땀, 열과 성을 다하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회사를 건설해 나

이 이를 KISA에 정식 통보했다. 이어 5월 20일부터 피츠버그에서 열린 KISA와의 협
상에는 일본 철강자문용역단과 미국 바텔연구소도 동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7월 8일 KISA가 제출한 GEP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포항제철은 GEP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아리가 도시히코 단장

가자”라고 역설했다. 창립연도의 운영 목표로 △인화단결과 상호협조 △기술자 훈련

등 9명의 일본 용역단과 공동작업으로 20개 문제점과 추가 요구사항을 포함한 75개

이를 기필코 달성하자고 촉구했다.

현안문제 17개 항목을 추가 비용 없이 GEP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고, KISA는 그

의 적극 추진 △건설관리의 합리화 △경제적 투자 체제의 확립 등 네 가지를 꼽고,

포항제철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경제기획원은 4월 8일 KISA에 기본협정의 권리 및

의무를 포항제철이 승계했음을 통고했다. 4월 10일에는 정부의 권리의무를 포항제철

항목을 정리해 7월 31일 KISA 측에 제시했다. 교섭 과정에서 포항제철은 9월 23일
중 7개 항목에 해당하는 설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통고해 왔다.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포항제철은 나머지 요구사항 가운데 7개 항목은 철회하고,

에 위임하고, 일본 철강자문용역단 및 미국 바텔연구소와의 기술용역계약도 인계했

3개 항목은 쌍방이 절충해 해결하기로 함으로써 협상은 타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기 위해 6월 1일 제1차 직제개편을 단행해 본사에는 건설본부장실, 현지에는 포항

철이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포항제철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제강공장 설계 변

다. 포항제철은 KISA로부터 일반기술계획서 초안을 접수함에 따라 건설업무를 강화
사무소를 설치했다. 6월 30일에는 충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사를 유네스
코회관에서 YWCA회관으로 옮겼다.
4. GEP 확정과 KISA와의 추가협정 체결

KISA는 10월 29일 공장 일반 배치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88만 5000달러를 포항제
경과 가스홀더 공급 및 균열로 3기 무상 추가 제공을 제의하면서 GEP의 일괄 타결

을 희망했다. 포항제철은 절충안에 동의하고, 11월 5일 조강 연산 60만 톤을 전제로
한 GEP를 최종 확정했다.

포항제철은 KISA와 체결한 기본협정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모호한

포항제철은 1968년 4월 창립과 함께 차관 협상과는 별도로 일반기술계획서(GEP) 확

규정이 많음에 주목하고 추가 협상을 준비했다. 1968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

관협정 등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향후 회사 진로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화 비용의 절감, 쌍방 책임 한계의 명확한 구분 등이었다. 그 결과 12월 18일 KISA와

정을 위해 KISA와의 협상에 만전을 기했다. GEP는 재무계획, 설비 및 장비 가격, 차
포항제철은 이를 위해 여러 차례 KISA 측과 협상을 벌이는 한편, 일본 철강자문용

된 추가 협상에서 역점을 둔 사항은 턴키 방식, 공장의 성능 보장, 공기 관리 보장, 원
추가협정을 체결했다.

추가협정에는 건설비 2.3% 인상, 향후 확장에

역단과 미국 바텔연구소 등 기술용역단을 적절히 활용해 1968년 11월 5일 조강 연산
60만 톤을 전제로 한 GEP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대비한 공장 재배치와 하역장비 도입 등을 위한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일본 철강자문용

1억 306만 7000달러로 확정했다. 이 밖에도 성능

추가 차관 388만 달러를 포함해 최종 외자 규모를

포항제철이 창립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한 GEP를 확정할

보장을 위한 유책기한 확정, 건설 및 공기 관리와

역단을 활용해 KISA와의 협상을 주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련한 쌍방의 책임한계 규정, 턴키 방식 일부 수

GEP 확정을 위한 협상은 포항제철 창립 직후인 1968년 4월부터 시작됐다. 4월 10

일 KISA의 협상대표인 이컨 코퍼스 부사장이 내한해 경제기획원과의 협상을 통해

GEP의 전제가 되는 플롯플랜(Plot Plan) 시안을 작성했고, 4월 15일에는 경제기획원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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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대표단과의 기본협정 추가조항 협의(1968)

정 등을 포함시켜 KISA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포
항제철은 추가협정 체결에 따라 자금조달을 위한
1편 포항제철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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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철거가 이뤄졌다. 분묘는 모두 3510기에 달했고, 이 가운데 후손이 있는 2280기

KISA의 재무계획을 접수하는 대로 1969년 1월 중에 공장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

는 이전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당시

을 수립했다.

이성수 국회의원이 솔선해 자신의 조상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자 주민들도 차츰
이장에 동참했다. 이 과정에서 유명화 경상북도 단지조성과장이 강제 철거에 항의하

3절 주민 이주 및 부지 조성
1. 주민 이주

는 주민에게 시달리는 등 업무 과로로 순직하기도 했다.

동촌동 입구에 있던 사찰 부연사는 초기 건설요원들의 임시 취식 장소로 쓰이다가

1968년 가을 철거됐다.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은 신부 2명, 수녀 160명, 일반직원 그
리고 수녀원이 돌보던 노인, 고아 등 700여 명의 가족을 거느린 동양 최대 규모였다.

제철소 부지 769만 2400m (232만 6951평) 가운데 사유지 729만 9662m (220만 8148
2

2

철거가 예정되자 수녀원 측은 청와대까지 찾아가 토지수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평)의 매수를 완료하고 1968년 6월 15일부터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지상물

요청하며 철거에 반대했다. 박태준 사장은 직접 프랑스 출신의 길수다니 지도신부와

을 철거하고 주민 이주를 추진했다. 주민 이주와 지상물 철거는 영일군이 담당했다.

박마리요왕 총장 수녀를 설득해 동의를 얻고, 1969년 1월 6일 수녀원 이전을 완료했

당시 부지는 행정구역상 영일군 대송면 일대로서, 면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마을

다. 수녀원 자진 철거를 계기로 마지막까지 남았던 주민들도 철거에 협조해 주민 이

들이 들어서 있었고 수녀원과 사찰 그리고 수많은 분묘도 산재해 있었다. 군사시설인

주를 마무리했다.

해병대 훈련장도 포함돼 있었다.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완강하던 시기에는 건설사무소 경비와 직원의

부지 내 철거 대상 건물은 민가 533동, 공유시설 31동으로 모두 564동이었으며, 이

신변 안전을 위해 낮에는 경찰, 밤에는 해병대 1개 분대가 파견되기도 했으며, 군 당

주 주민은 1200여 명에 달했다. 대다수 주민은 스스로 이주했지만 일부 주민은 격렬

국의 협조로 해병대 훈련장도 이전했다.

한 시위를 벌이며 이주를 거부해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된 6월 15일부터 부득이하게

2. 건설사무소 설치

포항제철은 부지 매입이 마무리될 즈음인 1968년 5월 27일, 제철소 부지에 연면적

198m (60평) 규모의 목조 2층 가건물을 신축해 건설본부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부지
2

조성공사에 들어갔다. 건설본부는 6월 1일 제1차 직제개편으로 포항사무소로 명칭
을 바꾸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장 부지 내 지상물 철거, 부지 조성공사 관리, 정부
주관 사업 파악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공사현장의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건물 철거와 부지 정지작업 자체

도 힘들었지만, 특히 모래바람이 시작되면 눈을 뜰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조차
부지 조성공사 이전의
마을 모습
(1968.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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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했고 작업복 안에까지 모래가 가득 찰 정도였다. 공사 진척상황을 점검하기 위

해 현장을 방문한 주원 건설부 장관이 직원들에게 보안경을 지급하라고 지시할 정
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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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투입된 건설요원들은 마치 사막전을 치

을 관통하는 국도 주변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공장 부지가 지층 기복

에서 건설 현장에 덩그러니 지어진 목조건물을 ‘롬

1968년 10월 별도로 토질기술자를 파견해 조사를 실시한 후 공장부지 조성, 파일 선

이 심하고 변화가 많은 구조라는 보고가 나와, 이 결과를 KISA와 공유했다. KISA도

르는 병사들처럼 고된 작업을 이어갔고, 이런 상황

정, 기초조사 방침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초지반 처리에 대해서 조언

멜하우스’라고 부른 것은 적절한 비유였다. 롬멜하

했다.

우스는 낮에는 공사를 지휘하는 사령탑이었으며,

포항제철은 KISA가 제시한 보고서에 따라 공장부지 예비 지질조사 계획을 수립한

밤에는 10명이 채 되지 않는 직원들이 책상을 침대
삼아 담요 몇 장으로 새우잠을 자는 숙소이기도

했다. 당시 서울 본사와 포항사무소는 주로 재래식

통신수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때문에 문서

건설 중인 롬멜하우스

연락에 평균 7일이 걸리고, 일반 시외전화를 신청하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터라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 공사가 한창이던 1968년 11월 12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최초로 현장을 방문했고, 박태준 사장은 롬멜하우스에서 공사 현황을 브
리핑했다.

이후 롬멜하우스는 1969년 1월 포항사무소가 제철연수원 건물로 옮겨가자 3월부

터 중장비관리소로 활용되다가, 공장 건설이 본격화된 1971년 6월 지금의 홍보센터

뒤뜰 위치로 옮겨 세웠다. 포스코는 롬멜하우스가 외관상 초라한 목조건물에 불과

뒤 조사에 착수했다. 1969년까지 시추와 예비 조사를 실시해 공장부지 지층 배열과

물리적 성질을 조사하고, 1970년 들어 후속 작업으로 세부 조사, 시공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 사이 KISA가 사실상 와해되고, 기술용역을 위한 새로운 파트
너로 일본 철강 3사가 구성한 JG(Japan Group)가 출범함에 따라 1970년 5월부터는
JG가 제출한 예비기술용역(PE : Preliminary Engineering) 보고서에 따라 조사계
획을 조정했다.

JG는 공장 기초자료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기 위해 1970년 6월 토목기술자를 파견

해 항타시험을 실시했다. 포항제철과 JG는 지질조사 결과 제철소 부지에 4~6단계에
이르는 지층 분포를 확인했고, 지하 수면 변화도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
악했다.

하지만, 험난한 과정을 극복하고 제철소를 탄생시킨 산실로서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표고 계획

실물 그대로 복원해 전시하고 있다.

계획은 KISA의 60만 톤 체제를 염두에 두고, 부두 평균 만조위 +3m, 부지 평균 만조

크다고 판단해 회사 자산 1호로 관리해 오다 2003년 7월 3일 포스코역사관 개관 때

3. 부지 조성

표고는 바다의 수준면에서 지표의 어느 지점에 이르는 수직 거리를 의미

한다. 표고 계획은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을 기했다. 당초 표고
위 +4.5m로 확정했다.

하지만 KISA가 와해되고 1969년 7월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가 103만 톤 체

포항이 제철소 입지로 사실상 확정된 1967년 6월부터 이미 건설부는 형

제의 새로운 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표고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했다. 요컨대 공장부

물 건설 사전 작업인 지내력(地耐力)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특히 제철소는 엄청난

칠 수밖에 없었다. 공사비를 절감하고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부지 면적, 준설 작업

부지 조사

산강에서 냉천 하구에 이르는 공장부지 766만 9421m (232만 평)에 대해 지상 구조
2

중량의 구조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조사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 원래 지질조
사는 사방 50ｍ 간격으로 시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사방 300ｍ
혹은 400ｍ 간격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1968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포항제철 건설팀이 조사에 합류해 현재 제철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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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조성해야 할 대상 면적이 넓어졌고 성토량도 늘어나 공사비와 공기에 영향을 미
등을 감안한 새로운 표고 계획이 필요했다.

JG는 이 문제를 검토한 후 1969년 11월 20일 공장 부지 표고를 변경해 국도변은

+4.5ｍ, 해안 쪽은 +3.5ｍ로 결정했다. 이 계획은 이미 부지 조성을 완료한 압연 지구
에서 토사 일부를 옮겨 와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KISA안에 따른 부두지역
1편 포항제철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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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와 공장지역 부지 간 1.5ｍ에 이르는 높이 차이를 줄이고, 철도 부설이 편리하
며, 자연배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지 조성에서 성토량을 줄
여 공기를 1년 4개월 단축하고 공사비도 2억 3600만 원 절감할 수 있는 점이었다.
부지 정지 및 성토

예정 공기 내에 제철소 건설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지원시설 건설

과 공장부지 조성이 시급했다. 건설부는 1968년 5월 25일 항만공사를 시작했고, 6월
15일 공장부지 성토 및 정지공사에도 착수했다. 8월 1일에는 준설공사를 착공했고,
준설공사가 본 궤도에 오른 1969년 2월 24일부터는 부지 성토공사를 본격화했다.

제철소 건설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순서와 동일하게 제선·제강·압연 공장

순으로 건설하는데, 이를 포워드(Forward) 방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이
와는 반대로 열연공장부터 건설하는 백워드(Backward) 방식을 선택했다. 전체 공

장이 일관체제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열연공장부터 완공하면 슬래브를 수입해 열연
코일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공장을 건설

초기 효자주택단지
부지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제품을 생산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윤을 나머지 공장

상태였다. 설립 초기 포항에 파견된 직원들은 시내 여인숙에서 숙식하며 건설업무에

사를 시작했고, 1969년 12월 3일에는 철도인입선지구, 1970년 8월 8일 냉연지구, 10월

무엇보다 제철소 건설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직원들의 주거문제와 자녀

건설에 투입한다는 복안이 깔려 있었다. 1969년 8월 4일 열연·분괴·후판지구 정지공

임했다.

26일 코크스·원료 처리지구, 1971년 5월 15일 제강·소결지구 성토공사와 정지공사를

들의 교육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주거

성토공사와 정지공사를 마무리할 무렵인 1972년 4월 20일 준설한 모래들이 강한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포항제철은 자가주택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을 설

차례로 시작했다.

바닷바람에 날려 건설과 조업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토 포설공사를

시작해 1973년 3월 20일 끝냈다. 이로써 427만 1074m (129만 2000평)에 이르는 1단
2

계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4. 주택단지 조성

포항제철은 부지 매입과 조성에 이어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돌입하기에 앞서 직원들

이 거주할 주택 확보에 나섰다. 제3공화국 출범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

가 안정되고 양호한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오랜 건설기간 동안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

득해 자가주택 건립 허가를 받아냈다. 문제는 부지 마련과 건축 자금 확보였다. 당시

포항제철은 운영자금 고갈로 주택단지 부지 매입 자금은 고사하고 당장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도 충분하지 않았다. 박태준 사장이 직접 여러 시중은행들을 찾아 다닌

끝에 하진수 한일은행장을 만나 소요자금을 대출받아 회사 자금난을 해결하고 주

택단지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었다. 물론 주택단지 안에는 학교시설, 복지시
설, 문화시설 등이 자리잡을 것이었다.

주택단지는 회사와의 거리, 단지 규모, 주거 환경, 교통 편의성 등은 물론 단지 조성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도시는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영일군이 대규

에 따른 비용까지 감안해 공동묘지와 야산이 포함된 효자지구로 결정했다. 1968년 9

충족률이 60%에도 못 미쳤고, 초등학교는 2부제 수업으로도 학생을 감당하기 힘든

술자 숙소공사를 시작했다. 1969년에는 지곡지구와 대잠지구 49만 5868m (15만 평)

모 제철공업단지 입지로 결정되자 포항은 인근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돼 1968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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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차로 60만 1157m (20만 평)을 확보하고, 9월 10일 사원용 주택단지 및 외국인 기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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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로 매입해 자가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인덕지구 21만 1570m (6만 4000평), 동
2

촌생활관 부지 8만 5620m (2만 5900평)도 확보했다.
2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회사가 공장은 짓지 않고 사원들 집부터 짓는다며 비난

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고급 인력 확보와 안정적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주택단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박태준 사장의 의지에 따라 주택단지 조성을 밀어붙였다.

3장

종합제철 건설 현실화

결과적으로 주택단지는 고난으로 점철된 건설과 조업의 역사 속에서 직원과 가족들
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면서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1절 대일청구권자금 전용(轉用)으로 돌파구 마련
1. 차관 교섭 난항과 KISA의 부정적 태도

IECOK 2차 총회 1966년 12월 KISA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

이었던 기술과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종합제철 사업은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
가 컸다. 정부도 후속조치로 1967년 6월 포항을 입지로 결정하고, 1967년 9월 대한

중석을 실수요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1967년 10월 KISA와 기본협정을 체결한 후 반

년이 지났지만 소요 외자 1억 900만 달러 중 조달이 확정된 것은 영국, 프랑스, 이탈
리아 3개국 총 43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종합제철 투자 우선순

위 책정에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를 들어 관망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
고, 서독은 구체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정부는 KISA를 통한 차관 교섭이 여의치 않자, IECOK를 통한 차관 조달에 역량을

집중했다. 1968년 4월 16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린 IECOK 2차 총회에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타이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벨기에 등 10개 회원국
이 참가했다. 옵서버 자격으로 오스트리아가 참가했고, IBRD와 IMF도 대표를 파견
했으나 서독과 UNDP는 불참했다.

정부는 이 총회에서 구체적인 차관 교섭을 진행하며 종합제철 사업을 포함한 제2

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관련 21개 사업에 총 6억 7000만 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 이

에 대해 다른 사업에 관해서는 4269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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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종합제철 사업은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언질도 받아내지 못했다.

재정당국과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통보해 왔다. 되레 2월 7일 포이 회장이

국 측의 태도는 정부 차원의 차관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했다. 정부는 방향을

하는 회신을 보냈다. KISA를 통한 차관 조달이 정부 기대와는 달리 불투명해지고 있

IECOK 2차 총회 결과마저 신통치 않자 차관 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히 미

선회해 미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차관 교섭에 나서 10월 12일 정식으로 차관 예비신청

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IBRD 조사단이 <한국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KISA 회원국과 개별 교섭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
었다.

“한국은 종합제철 건설에 앞서 기계공업 발전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는 뜻

2. 대일청구권자금 전용 물밑 교섭

입은행을 대신해 IBRD가 보낸 사실상의 거부반응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은

국 방문길에 올랐던 정부와 박태준 사장 일행은 KISA 대표단과 벌인 담판을 통해

밖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발송한 차관 예비신청서에 미국 수출
어려워졌음을 의미했다. 경제기획원은 차관 공여처를 서유럽 금융기관으로 변경해

서독,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광범위하게 접촉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미국과 KISA의 진의 파악

KISA를 주도해 온 미국이 차관 공여를 기피한다면, 다른

하와이 구상

1969년 1월 31일 KISA와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 2주 일정의 미

차관 조달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우려는 불행히도 1969년 4월 파리에서

열린 IECOK 3차 총회에서 현실화됐다. 새로운 자금 공여처와 기술 제휴처를 확보하
지 못하면 종합제철 사업은 또다시 좌초될 것이 분명했다.

당시 박태준 사장은 KISA 대표단의 무성의와 성과 없는 교섭에 심신이 지친 상태

국가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관 조달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였다. 포이 회장의 호의를 받아들여 최주선 조사역과 함께 귀국길에 하와이에 잠시

이 급선무였다. 1969년 1월 31일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과 정문도 경제기획원 차관보

리고 자신을 믿고 사업에 동참한 직원들의 장래 등에 대한 걱정으로 노심초사할 수

종합제철 사업이 또 한번 좌초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
가 미국으로 향했다. 이때 포항제철에서는 안병화 업무부장이 먼저 피츠버그에 나가
있었으며, 홋카이도 무로란제철소(室蘭製鐵所)에서 관리연수를 받고 있던 최주선
조사역이 도쿄에서 합류했다.

일행은 피츠버그 코퍼스 본사에서 KISA 대표를 지낸 포이 회장 및 회원국 대표단과
이틀에 걸쳐 담판을 벌였다. 하지만 포이 회장은 IBRD가 한국의 종합제철 사업에 부

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을 지적하고, 1967년 10월 체결한 기본협정에도 차관 조달은

체류하는 동안에도 종합제철 건설이 좌절될 경우 국가 경제의 미래와 회사 운명, 그

밖에 없었다. 고뇌를 거듭하며 대안 모색에 골몰하던 박태준 사장은 가능한 대안은
일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농림수산 부문에 주
로 투자하기로 합의한 대일청구권자금 일부를 종합제철 건설 자금으로 용도 변경하

고, 일본 철강업계의 기술지원을 받는다면 제철소 건설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상이
바로 그것이었다. 포항제철은 나중에 이를 ‘하와이 구상’이라 불렀다.

일본에 협력 요청

박태준 사장은 대일청구권자금이 선열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인

KISA와 한국 정부의 공동책임으로 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투자기피 의사를 내비

만큼 이 자금으로 자립경제의 초석이며 국력의 상징이 될 종합제철을 짓는 것은 큰

턴으로 가지 않기로 했고, 정문도 차관보 등 관료 일행은 금융기관을 방문했으나 상

미치자 박태준 사장은 대일청구권자금 전용을 정책적 대안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귀

쳤다. 박태준 사장을 비롯한 포항제철 일행은 IBRD와 미국수출입은행이 있는 위싱
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기획원은 박태준 사장 일행이 방미 중이던 1969년 2월 3일 KISA 회원국의 주

한 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에 필요한 차관을 최우선적으로 조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한을 각 회원국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주한 프랑스 대사만이 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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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으므로 박정희 대통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생각이 여기에
국을 미루고 2월 12일 일본으로 향했다. 박태준 사장이 일본행을 택한 것은 국회 동
의 등 국내 합의 도출 이전에 일본 정부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선결 과제였고, 이

를 위해서는 일본 철강업계의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였다.
일본에 도착한 박태준 사장은 나가노 시게오(永野重雄) 후지제철 사장을 만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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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사를 확인하고, 이어 재일 한국인 사업가 박철언(朴哲彦) 씨, 야기 노부오(八木

견서에는 “포항종합제철 사업이 시장 교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관시설 대신

가 야스오카 마사히로(安岡正篤) 선생을 방문해 앞뒤 사정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信雄) 한일문화협회 이사장과 함께 일본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양명학 대

했다. 이들은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박태준 사장을 여러 차례 만나 인간적 면모

연속식 열간압연시설만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철강업체와 철강 선진국
이러한 주장들의 이면에는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적·기술적 여건에 비춰 종합제철

를 깊이 알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다. 박태준 사장은 야스오카 마사히로의 주선으

건설에 따른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의견이 잇달아

협력을 요청했다. 그 결과 첫 단계로 일본철강연맹이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사업을

호의적이었던 서독마저 이른바 ‘동백림사건’ 이후 한국과의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차

로 일본철강연맹 이사장인 이나야마 요시히로(稻山嘉寬) 야와타제철 사장을 만나

연구과제로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는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사업에 대한
협력 의사와 다르지 않았다.

도쿄에서 일본 철강업계 지도자들과 면담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박태준

사장은 2월 중순 귀국 즉시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갔다. 박태준 사장은 KISA
를 통한 차관 조달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보고하고, 대안으로 대일청구권자금 전

용 방안과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일본 철강업계의 협력 의사 타진 결과를 설명했

나오면서 미국으로부터 차관 도입 희망은 사라져갔다. 이 무렵 차관 제공에 그나마
관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취했다.

정부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IECOK 3차 총회가 1969년 4월 17, 18일 양일간 파

리에서 개최됐다. 이 총회에는 미국, 캐나다,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

덜란드, 일본, 타이완, 호주 등 11개국과 IBRD, IMF, UNDP,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 회의에 박충훈 부총리를 대표로 파견해 총 5억 1672만 달러가 소요되는

다. 박정희 대통령은 KISA를 통한 차관 조달 실패에 실망을 하면서도 박태준 사장의

24건의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차관 공여를 요청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종합제철 차

종 결과가 나온 후에 결심을 하겠다면서 그때까지는 비밀을 엄수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를 제기한 IBRD 소속의 레이먼드 굿맨(Raymond J. Goodman)이 IECOK 의장

대안을 수용하고, 일단은 정부가 차관교섭에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최

3. IECOK 3차 총회

정부는 4월 파리에서 열릴 IECOK 3차 총회를 앞두고 정문도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

관 문제였으나, 상황은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종합제철 건설에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직을 맡고 있는 데다, IBRD 평가보고서는 IECOK 회원국의 입장에서 대한(對韓) 경
협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상당한 권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IECOK 3차 총회가 끝난 후 박충훈 부총리는 차관 공여국 가운데 가장 비협조적

는 차관교섭단을 구성해 3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KISA 회원국을 재차 순방하는

인 서독과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본과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

담당자 존 자페(John Jaffe)가 <1968년도 한국경제 평가 보고>를 통해 “한국의 제철

이 경제적 타당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돼 있는 상태이므로 차관을 공여할 수 없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즈음 다시 악재가 불거졌다. 3월에 IBRD 아시아지역 실무
소 건설은 경제성이 의심되며, 종합제철 건설 대신 노동 및 기술 집약적인 기계공업

개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수출입은행도 같은 견해를 표

였다. 하지만 4월 29일 미국수출입은행 컨즈(Henry Kearns) 총재는 종합제철 건설
최종 방침을 통고했다.

명했다.

4. KISA와 계약 해지

International Development) 코스탄조(H. Kostanjo) 처장이 경제기획원 장관에게

합제철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KISA를 통한 차관 확보가

이어 4월 8일에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 : United States Agency of

<포항종합제철 사업의 확정 재무계획에 대한 분석>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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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5월 7일 귀국한 박충훈 부총리는 공항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종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했다. 실제로 1969년 하반기 들어 대일청구권자금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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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일본과 다각적인 접촉을 할 때도 KISA는 사실상

2절 일본과의 극적인 협력 성사

기본협정은 1969년 9월 2일 시효가 만료돼 자동적으로 해지됐다. 1969년 9월 4일

1. 자주적 103만 톤 사업계획 수립

장은 9월 9일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공한을 발송했다. 이로써 정부가 KISA를 통해

비관적 여론이 확산돼 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1969년 5월 22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67년 10월 20일 체결한 KISA와
KISA 이컨 대표로부터 기본협정이 해지됐음을 알리는 공한을 접수한 박태준 사

KISA와 IECOK를 통한 차관 조달이 불투명해지면서 종합제철 사업에 대한 우려와

추진해 온 종합제철 건설계획은 공식 폐기됐고, KISA라는 명칭도 역사 속으로 사

일 청와대에서 박충훈 부총리, 김정렴 상공부 장관, 이한림 건설부 장관, 김학렬 경제

라져갔다.

제1수석비서관,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 김재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현 한국과

KISA를 통한 종합제철 건설 추진은 비록 외화 낭비라는 비판을 감내해야 했지만,

학기술연구원) 제1금속가공연구실장 등으로부터 종합제철 건설에 관한 보고를 받

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고, 종합제철 사업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없지 않았다. 특히 포항을 종합제철 입지로 선정해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종합

지시 내용은 △종합제철의 필요성, 경제성, 차관 상환능력 등의 검토를 IBRD에만

제철 사업 추진 주체로 포항제철을 출범시킨 것만으로도 논의만 무성했던 과거에 비

의존하지 말고 자체 검토를 강화해 입증 자료로 차관단을 설득할 것 △종합제철 건설

해 분명 진일보한 성과였다.

과 관련해 추진 중인 항만, 도로 및 부지 조성공사를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 △종

당시 정부는 4월에 열린 IECOK 3차 총회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결과는

합제철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 투자를 정부 보조로 전환할 것 등이었다.

무위로 돌아갔고 KISA를 통한 종합제철 건설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KISA를 통한

하지만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비관론을 제기하고, 국회에서 비

차관 조달 실패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종합제철 건설에 직접 관여하고 있던 청와대와

판적인 발언이 나오는 등 여론은 악화되고 있었다.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종합제

정부 관계 부처 내에서도 대일청구권자금 전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론화되

철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6월 2일 전격적으로 김학렬 경제 제1수석비서관을

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종합제철을 건설해야 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
에 없다면, 대일청구권자금 전용이야말로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것이다.

한편 정부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던 포항·영일 지역 주민들은 KISA

를 통한 차관 조달이 여의치 않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와 포항제철의 반응에 촉각
을 곤두세웠다. 포항제철 직원들도 장래를 불안해했으며, 자칫 핵심요원들의 이탈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태준 사장은 사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소신을 피력함으로써 직원들의

동요를 막는 한편, 차관 전망이 밝으므로 용기를 갖고 당초 계획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충훈 부총리 귀국 발표 다음 날인 5월 8일에는 종합제철 사
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포항제철은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종합제
철 건설에 매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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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보고서>를 완성해 정부에 제출했다. ‘신사업계획’으로 불렸던 이 보고서에는

[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 ] (1969. 6. 3)

조강 103만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다음 네 가지 결론

위원장

정문도(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



김 철(상공부 금속과 철강계장) 

위 원











노인환(경제기획원 공공차관과장)

이정록(경제기획원 공공차관과 사무관)

이상만(상공부 국립공업연구소 야금기사)

김인식(경제과학심의회의 연구위원)

김진렬(상공부 금속과 야금기사)

김재관(KIST 제1금속가공연구실장)

윤여경(KIST 경제분석연구실장)

노중열(포항제철 외국계약부장) 

김학기(포항제철 조사역)

김문식(한국은행 조사 제2부 조사역)

최주선(포항제철 조사역)



을 제시했다.

•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경제성장 현황 및 그 전망에 입각해 볼 때 초기 용량 조강 기준

연산 최소 103만 톤 규모 선강·압연 일관방식 종합제철공장은 그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보장되므
로 이를 1972년 내 완공 목표로 건설할 것

오병화(한국산업은행 기업분석부 기업진단역)

• 초기 용량 103만 톤 규모 공장이 완공되는 대로, 이를 200만 톤 이상으로 확장 증설할 수 있도록 미리

조용선(포항제철 기술관리담당)

•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해 정부는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 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기용했다. 김학렬 부총리는 취임과 함께 6월 3일 경
제기획원 내에 종합제철 건설전담반으로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

원회)를 설치했다. 연구위원회는 정문도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고

입안하여 추진할 것

강공업 개발육성을 위해 철강공업육성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

• 종합제철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IBRD 등을 위시해 새로운
차관 공여국에 대한 설득 및 교섭을 즉시 추진할 것

KIST의 김재관 박사와 윤여경 박사가 주축이 된 연구위원회가 외국 기술진의 도

각계 전문가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움 없이 자체 능력으로 50일 만에 작성한 이 보고서의 핵심은 종합제철공장을 국제

김학렬 부총리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종합제철 사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IBRD 등을 비롯해 새로운 차관 공여국에 대한 설

박정희 대통령은 6월 10일 철강공업 육성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11일에는

고 독려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종합제철 사업 추진 책임을 부여받은 김학렬 부총리

는 같은 달 18일, “IBRD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종합제철 건설계획이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차관 제공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
은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 시설 규모는 다소 변동이 있을지 몰

규모인 103만 톤으로 건설한다면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득 및 교섭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안이 추정한 투자비는 외자 1
억 600만 달러, 내자 633억 원으로 시설 규모가 종전 어느 계획안보다 컸으나 톤당
투자비는 164달러로 훨씬 저렴했다.

정부는 8월 4일 연구위원회의 103만 톤 계획을 정부 안으로 확정하고, 소요 외자 1

라도 종합제철 건설의 대원칙은 추호의 변동도 없다. 이런 원칙

억 달러를 재정차관으로 공여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와는 별

있으므로 곧 그 결과가 밝혀질 것이다”라며 정부의 종합제철

포항제철은 연구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보고서 제출, 정부 정식안 확정 등 일련의

아래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가 활발한 작업을 진행하고

도로 7월 24일 일본철강연맹에 연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건설 의지를 내외에 천명했다.

흐름에 맞춰 실수요자로서 차질 없는 채비를 해 나갔다. 7월 19일 향후 건설될 제철

제철공장의 경제적 타당성 및 규모, 건설 시기와 자금 내용, 새

회를 조직했다. 또 24일 건설공사에 투입될 물동량의 합리적 소화 체제를 확립하기

연구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건설할 종합

소 기자재 정비 부문 발전연구반을 구성하고, 23일에는 생산관리 기본계획 작성위원

로운 차관 공여처 물색 등을 포함해 종합제철 건설계획을 근

본적으로 재검토했다. 연구위원회는 강행군을 통해 7월 22일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철강공업개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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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물자순환 계통도 작성반을 편성했으며, 26일에는 교육훈련 기본계획 작성 소위
한국철강공업개발 연구보고서(1969. 7)

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8월 4일에는 수송 및 창고관리 연구반, 8일에는 신사업계획 구
체화 작업반을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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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정부 및 철강사와 교섭 본격화

철강업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실무교섭단은 본격적으로 일본 정부

정부는 ‘103만 톤 계획’을 정부안으로 확정하면서 대일 교섭을 본격화했다. 즉 종합제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정문도 차관보는 8월 12일 대장성을 방문해 신사업계획을 설

정부의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1965년 한일 국교수립 때 대일

을 요청했다. 박태준 사장은 따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晋一) 해외협력기금 총재를

철 건설 자금을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충당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청구권자금 용도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전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부
로서는 대일청구권자금 전용이 제철소 건설사업 실현을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정부는 1969년 8월 말로 예정된 제3차 한일각료회담에서 이 사안을 구체화한다는

전략으로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그 전제조건으로 일본철강연맹으로부터 기술협력
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아내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철강업계를 설득하는 데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8월 6일 박태준 사장과 정문도 차관보를 중
심으로 한 실무교섭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박태준 사장은 대일청구권자금 전용 구상에 따라 이미 2월부터 일본 유력 인사들

을 만나 물밑작업을 진행해 온 터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철강연맹으로부터 일본 정부

명하고 자금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양윤세 투자진흥관은 통산성을 방문해 협력

방문해 조건이 유리한 해외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13일에는 정
문도 차관보, 양윤세 투자진흥관, 박태준 사장의 방문 결과를 놓고 의견을 조율해 대
응 전략을 수립하고, 외무성을 방문해 신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 사전 절충을 이어
나갔다.

실무교섭단의 노력이 주효해 8월 15일 아이치 기이치(愛知揆一) 외상은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에 소요되는 1억 달러를 재정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 각료 간에 대체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고, 8월 22일
열리는 각의에서 일본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철강업

의 차관공여 응낙을 전제로 제철소 건설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언질을 받았고,

계는 관심을 보인 반면, 정부 실무자급은 경제적 타당성이나 자국 재정 사정을 내세

어느 회사가 협력에 참여할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도 받아놓은 상태였다.

요시(大平正芳) 통산상은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에 대일청구권자금을 조기에 사용

특히 이나야마 요시히로 야와타제철 사장으로부터 일본철강연맹 6대 회원사 가운데
박태준 사장은 일본으로부터 차관과 기술지원을 받아 종합제철을 건설하기 위해

서는 업계 톱 3인 야와타제철, 후지제철, 일본강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도착한 다음날인 8월 7일 이나야마 요시히로 야와타제철 사장, 나

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 부처 간 견해도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오히라 마사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신사업계획의 내용과 자금조달 방법에 관해서
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박태준 사장은 야스오카 마사히로 선생의 협조로 오히라 통산상을 여러 차례 만

가노 시게오 후지제철 사장, 8일에는 아카사카 다케시(赤坂武) 일본강관 사장을 잇

나 종합제철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오히라 통산상

다. 또 정문도 차관보와 함께 일본철강연맹을 방문해 기술과 경제성 문제를 검토해

하기 위해 12만 톤 규모의 야와타제철소를 건설할 때 채산성을 거론하지 않았던 점

달아 만나 103만 톤 규모의 신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종합제철 건설에 협조를 요청했
달라고 요청했다. 9일에는 지바 사부로(千葉三郞) 전 노동상, 대장상을 역임한 이치
마다 히사토(一萬田尙登) 자민당 해외경제협력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물

밑작업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일본 철강 3사는 한일청구권 협정 범위 내에서 기술협

력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8월 11일에는 마침내 야마다 다다요시

(山田忠義) 야와타제철 고문으로부터 야와타제철 등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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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기한 채산성 문제와 시기상조론을 반박하며 일본이 청일전쟁 뒤 군비를 강화
을 상기시키며,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한국이 자주국방의 일환으로 철강공업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채산성은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1인당
GNP가 50~60달러일 때 종합제철 건설을 시작했지만, 한국은 1인당 GNP가 200달러

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종합제철을 건설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님을 역설했다. 박태
준 사장의 이와 같은 집념 어린 설득에 오히라 마사요시 통산상도 결국 반대 의지를
누그러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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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사장은 이 밖에도 기무라 도시오(木村俊夫) 관방 부장관(副長官), 기시 노

3. 제3차 한일각료회담

부스케(岸信介) 전 수상, 우에무라 고고로(植村甲午郞) 경단련 회장, 야마구치 에이

제3차 한일각료회담이 1969년 8월 26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

지(山口英治) 경단련 전무, 아이치 기이치 외상,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대장상, 나

에는 한국 측에서 김학렬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외무부, 재무부, 농림부, 상공부, 교

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운수상, 가야 오키노리(賀屋興宣) 전 대장상 등 당시

통부 장관이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아이치 기이치 외상을 필두로 대장상, 통산상,

일본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전·현직 각료들과 일본의 해외협력

농림상, 운수상, 경제기획청 장관 등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양국 간 국제정세 검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정조회(政調會) 주력 멤버들까지 개별적으

토 △양국 간 경제정세 검토 △경제협력 문제 △무역 문제 △농수산 문제 △교통 문

로 방문해 협조를 구했다. 특히 까다로운 인물을 만날 때는 야스오카 마사히로 선생,

제 등 여섯 개 항목이었으나, 실제 주 의제는 역시 종합제철 건설이었다.

야기 노부오 이사장의 소개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일본의 정계와 재계를 움직이는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주로 103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건설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

막후 인물들로, 박태준 사장을 지원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음을 설득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재정차관이나 해외협력기금 또는 일본수출입은행을

족시켰고, 8월 23일에는 야와타제철, 후지제철, 일본강관 3사 사장 명의로 <포항종합

는 일본 철강 3사 각서를 공개하며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결국 8월 28일 한일각

일본 철강업계는 1969년 8월 22일 8개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건설협력협의회를 발

통한 재원조달을 모색했다. 일본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김학렬 부총리

제철 계획의 검토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을 박태준 사장에게 발송했다. 일본 정부도

료회담을 마치며 발표한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에 적극 협력

8월 22일 각의에서 8월 26일 개막될 한일각료회담 대책을 협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하는 데 깊은 이해를 표시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정을 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

종합제철 건설에 협력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았다.

견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무교섭단이 일본으로 떠나던 날, 김학렬 부총리는 박태준 사장에게 별도로 한일

김학렬 부총리는 제3차 한일각료회담이 끝난 뒤 8월 28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회담

각료회담에서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일본 철강회사들의 협조 각서를 받아

성과를 설명하며, 일본의 자금지원이 경제협력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소요 외자

달라고 요청했다. 박태준 사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야와타제철, 후지제철, 일본강관

3개사 사장 서명을 받기 위해 사무실과 휴가지 별장까지 찾아다니며, “100만 톤 사업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응(一應)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계속해서 검토할 일”이라
는 요지의 각서를 받았다.

한일각료회담을 하루 앞둔 8월 25일 김학렬 부총리는 이 각서를 보고 기쁨을 감추

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철강업계의 협조 의향을 더 확실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
본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일응’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내용으로 각서를 다시 받아 줄

것을 박태준 사장에게 요청했다. 박태준 사장은 다시 한번 3사 사장들을 만났다. 회
담 개최를 하루 앞두고 수정된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큰 결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

지만 국민적 염원인 종합제철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로 결국 수정된 각
서에 서명을 받아냈다.

060

포스코 50년 통사

제3차 한일각료회담
(1969. 8. 26)

1편 포항제철 탄생

061

는 청구권자금으로 충당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귀국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았다.

• 종합제철 건설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협력과 관련한 기본방침 타결
•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자금제공에 대한 합의

• 야와타제철, 후지제철, 일본강관 3사 위원회의 경제적 타당성 인정과 조사단의 9월 한국 파견
• 종합제철 건설에 대한 일본의 단독 지원

• 1973년 상반기 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합의

소 건설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문제 검토를 위한 실무자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포항제철소 건설에 따른 철강재의 수급 전망과 다른 산업과의 연

관성 검토 △포항제철 생산 제품의 원가와 국제가격과의 비교 △기업성 및 외자 상

환능력 검토 △시설 규모, 지원 시설의 공정 검토 등이었다. 조사단은 면밀한 검토와
포항 현지 답사를 거쳐 9월 26일 포항제철이 추진하고 있는 103만 톤 규모 종합제철
건설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난점이 없음을 인정했다.

같은 날 김학렬 부총리는 11월까지 건설에 소요되는 외자 조달 교섭을 매듭짓고,

종합제철 건설에 한일협력이 성사된 것은 민관 합동 노력의 결실이었다. 대일청구

조강 연산 103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을 1970년 4월 착공해 1973년 7월까지 완공할

강업계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 정부는 103만 톤 계획 수립과

차관을 중심으로 조달할 것이며, 종합제철 건설의 설계를 위해 즉시 용역계약 교섭

권자금 전용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제3차 한일각료회담에 앞서 일본 철
적극적인 철강 외교를 통해 일본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낸 것이었다.

한일각료회담 폐막 다음날인 8월 29일 일본 철강 3사 사장단은 김학렬 부총리를

예방해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에 일본을 대표해 3사 공동으로 기술협력을 아끼지 않
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건설계획서 검토 결과도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연산 103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이 경제적 타당성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음을 지적하

고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이후 JG의 기술지원 등과 함께 포항제철소 건설 공사와 초
기 조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했다.
• 고로에 비해 압연설비가 지나치게 크다.

• 고로와 압연설비의 동시 착공 계획을 수정해 압연설비부터 착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 분괴 공정을 생략하고, 제강 공정에서 연속주조설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 원료탄은 가격이 싼 호주산뿐 아니라 미국산 및 캐나다산을 혼용할 필요가 있다.

• 제철소가 완공되어도 완전 조업에 들어가기까지는 계획한 채산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4. 일본 조사단의 타당성 인정

계획이라고 밝혔다. 1억 달러 정도의 소요 외자는 대일청구권 무상자금과 일본 재정
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조사단의 긍정적 보고에 의거해 전폭적인 협
력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면서, 양국 정부는 자금 지원에 대한 합의각서를 조속히 교

환하기로 했다. 11월 12일 일본 조사단이 한국 정부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았다.

• 건설비는 한국 측이 추정한 소요 외자 1억 600만 달러보다 25% 이상 초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 한국 측이 계획하고 있는 연주전용식은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연주·분괴 병용식이 적합하다.
• 정부의 면세 등 지원조치가 강구돼야 비로소 경제성이 있다.

• 규모는 우선 조강 기준 100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3~5년 후 연산 300만 톤 규모로 확장한다는 
조건이 따라야 한다.

• 완공 시기는 1973년 6월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0월 20일에는 와타나베 마코토(渡邊誠) 일본 해외협력기금 이사 일행이 내한해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현장을 시찰한 후 일본으로 돌아
가 자금조달을 측면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제3차 한일각료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일본은 1969년 9월 17일 아리가 도시

5. IBRD의 태도 변화

와 쇼이치(赤澤璋一) 경제기획청 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2진을 파견했다.

IBRD의 평가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한일 당사국 간 기술협력, 차

히코 후지제철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 1진을 파견했고, 9월 22일에는 아카자

조사단은 9월 23일 박태준 사장, 정문도 차관보 등 우리 측 대표 및 실무진과 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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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철 건설 추진과 관련한 차관제공 및 기술협력 국가가 일본으로 바뀌었지만
관제공 등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로서는 IBRD의 인정 없이 한국을 지원하
1편 포항제철 탄생

063

았다. IBRD가 당초 부정적 평가에서 선회해 긍정적 평가로 돌아선 것은 다음과 같은

기에는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다.

로 일본 측은 IBRD 조사가 일본 조사단의 조사에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와 포

• 철강 수요가 지난 9년간 연평균 26% 신장했고, 향후에도 수요 증가 추세는 이어져 1972년에는 200만

항제철은 일본의 지원이 IBRD의 조사 결과에 긍

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일본 조사단의

•국내의 철강공업 시설 비율은 압연 시설을 100으로 할 때 제선 부문이 19이고, 제강 부문이 75 정도로

조사단의 조사가 먼저 이뤄졌다.

• 재원조달 면에서 이미 확보한 청구권자금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추가 차관에 대한 부담 없이 1억 달

제선 부문의 부족이 현저하다. 포항제철소 건설이 이뤄지면 제선·제강·압연 간의 불균형이 47 대 78 대

조사가 선행돼야 함을 강력히 주장해 결국 일본
IBRD는 이미 1968년 11월과 1969년 3월 두 차

례에 걸쳐 한국의 종합제철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100 정도로 시정될 수 있다.
러를 조달할 수 있다.

• 건설비가 유동적이기는 하나 정부의 지원 대책을 고려하면 원가 면에서 채산을 맞출 수 있다.

포항 현지를 방문한 IBRD 조사단(1969. 11)

자금조달과 기술협력 문제 해결에 이어 IBRD의 긍정적 평가까지 받아내자 종합제

평가를 내린 바 있었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다. IBRD 조

사단은 1969년 10월 30일 1진, 11월 4일 2진이 내한했다. IBRD 조사단은 IECOK 3

철 건설은 더욱 현실성을 띠었고, 사업 추진은 급진전을 보게 됐다. 이에 따라 포항제

도 한국경제평가보고> 실무자로 역시 부정적 견해를 밝혔던 존 자페, 그리고 차관담

공사, 계약, 예산 제도를 정비하는 등 건설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철은 10월 22일 공장건설에 대비해 건설관리체제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 설계,

차 총회 당시 의장을 맡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굿맨을 단장으로 하고, <1968년

당관인 베이그(Mirza Baig)로 구성돼 있어 조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단은 열흘 동안 포항 현지 답사, 두 차례의 실무자 회의, 정부 건설계획 분석 등

6. 한일 간의 기본협약 체결

조사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포항제철은 조사단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

일본조사단 및 IBRD가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 타당성을 인정하자 한일 양국은 자금

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와 IBRD 조사단 간 논의의 초점은 종합제철공장 건설비에 정부사업비를 포함

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점이었다. IBRD 조사단은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건설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정부가 제철사업

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유익하
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인프라 건설 비용을 종합제철 건설비에

포함시킬 경우 원가 경쟁력이나 채산성 등에서 당초 계획과 어긋나는 만큼, 정부는
일주일간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IBRD 조사단과 합의를 보
았다.

마침내 IBRD 조사단은 “자금을 제공하기로 돼 있는 일본과 한국이 구체적인 계약

서를 작성하기 전이라 경제성은 평가할 수 없지만, 한국의 철강 수급 면을 고려할 때
종합제철공장 건설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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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간의 기본협약 체결
(196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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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과 기술용역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1969년 11월 16일 정
문도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교섭단을 일본에 파견해 11월 19ㆍ20일
양일간 일본 측 실무진과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일본 조사단이 제출한 조사보고

서를 토대로 기본협약에 포함될 기술검토 및 자금지원에 대한 사항을 매듭짓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일본이 제기한 일부 시설의 수정 요구와 청구권자금 분할 사용 건
등이 쟁점이었다.

1969년 12월 3일, 한국 정부를 대표한 김학렬 부총리와 일본 정부를 대표한 가네

야마 마사히데(金山正英) 주한 일본대사가 경제기획원에서 이낙선 상공부 장관과

박태준 사장이 배석한 가운데 ‘포항종합제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한일 간의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1969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계획의 기술과 자금문제에 관
한 협의가 있었다.

2. 종합제철의 규모, 설비 내용, 건설 공정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 측의 건설계획을 조정한 일본
조사단의 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3. 일본 측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의 협정’ 및 그 관련 문서에 의거하여 한국의 종합
제철 건설을 위한 협력을 제공한다는 의도를 표명한다. 









자금 총액 : 1억 2370만 달러(청구권 자금 : 7370만 달러, 일본 수출입은행 연불 융자 : 5000만 달러)

4. 일본 측의 협력은 다음의 설비를 대상으로 구체화한다. (설비 내용 생략)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제철 건설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국민의 여망 속

에 11년 동안 매진한 값진 결실이었다. 정부 수립에서부터 한일 간의 기본협약이 체
결되기까지에는 여섯 차례의 종합제철 건설 시도가 있었다.

최초는 제1공화국 정부 당시 강원도 양양을 입지로 하는 선철 연산 20만 톤 규모의

구상이었으나, 구체적인 계획 부재와 국내외 여건 미성숙으로 좌절됐다. 제2공화국 정

부가 또다시 종합제철 건설을 계획했으나 역시 실현되지 못했고, 5·16 군사정변 후에

도 서독 DKG그룹을 통한 조강 연산 37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건설과 미국 투자공동
체를 통한 31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건설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정부는 종합제철 건설이야말로 경제자립의 초석임을 확신하고, 어려운 여

건에서도 다시 종합제철 건설에 나서야 했다. 제3공화국 정부는 KISA를 통한 조강

연산 60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항제철이 역사적인 출범
066

포스코 50년 통사

종합제철 건설 추진 역정
추진시기

1958. 8

1961. 3

1962. 4

1962. 11

1967. 10
1969. 12

경위

• 상공부 입안, 대한중공업이 건설
• 입지 : 강원도 양양

• 자금 : 외자 3,000만 달러(ICA 자금), 내자 150억 환
• 대한중공업이 실수요자로 건설
• 입지 : 동해안

• 자금 : 외자 3,200만 달러, 내자 300억 환
• 투자공동체가 서독 DKG그룹과 추진
• 입지 : 울산

• 자금 : 외자 1억 3,575만 달러, 내자 2,925만 달러
• 한국종합제철이 미국 투자공동체와 추진
• 입지 : 울산

• 자금 : 외자 1억 1,789만 달러, 내자 49억 549만 원
• KISA와 기본협정 체결

계획 규모
20만 톤

• 자본·기술 미확보

• 정계와 재계의 협조 부족으로 무산

25만 톤

• 자금부족과 정권단명으로 무산

37만 톤

• 미국차관과의 경합으로 무산

31만 톤

• 입지 : 포항

60만 톤

• 한일 간의 기본협약 체결

103만 톤

• 자금 : 외자 1억 307만 달러, 내자 100억 원

결과

• 자금조달 실패로 1963년 6월 설립 주체
해산

• IBRD의경제적타당성결여평가로외자
조달에 실패해 계약 해지

• 1970년 4월 1일 1기 설비 착공

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또한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와 포항제철은 이에 굴하지 않
고 자주적인 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대일청구권자금 전용이라는 대안을 찾아
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 기어이 성취한 것이었다.

여섯 번의 시도 끝에 조강 연산 103만 톤 규모로 첫발을 내딛게 됨으로써 KISA 계

획안의 2단계 확장 규모를 한꺼번에 달성한 셈이 됐고, 국내외로부터 종합제철사업
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도 인정받게 됐다.

3절 정부 정책과 기반시설 공사
1. 철강공업육성법 제정

철강산업은 전통적으로 국가 간의 경쟁이며 세계시장의 수요·공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무역 및 자본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세계 철강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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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등 철강 선진국들은 설비 투자와 업

포됐다.

편에서 촉매 역할을 한 것은 고성능 LD(Linz-Donawitz) 전로와 대형 고로 출현 등

하고, 1971년 2월 22일에는 철강공업육성법 제3조 1호에 의거해 포항제철을 제1종

대형 제철소가 등장하는 세계적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은 영

을 통한 지원 등을 받게 됐다. 철강공업육성법은 한시법으로서 시행일로부터 10년

계 재편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었다. 제철소 규모의 거대화로 추진된 철강업계 재
철강기술의 진보였다.

세한 상태를 면치 못하는 상태에서 국내 철강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철강공업 육
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적 염원인 종합제
철 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은 종합제철 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낙후된 철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철강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철강제품의 안정적인 생
산과 공급을 통해 경제개발과 전후방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견인하겠다는 의

정부는 같은 해 10월 20일 대통령령 제5366호로 철강공업육성법 시행령을 공포

철강공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금융세제상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간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있었으며, 1986년 7월 1일 공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폐
지됐다. 철강공업육성법은 사실상 포항제철을 위한 법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받았지

만 우리나라 철강공업 발전을 이룩하고자 했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에 대한 국
민적 여망이 컸던 만큼 제정이 불가피했으며, 실제로 포항제철소 건설과 운영에 크
게 기여했다.

지의 산물이었다.

2. 정부의 기반시설 공사

치와 법적 근거를 확보해 종합제철 건설을 지원하고자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1966년 12월 KISA 출범 이후 1967년 6월 입지 선정과 9월 실수요자 선정이 이어지

정부는 포항제철이 설립되고 일본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자, 가능한 모든 행정조

6월 10일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과 황종률 재무부 장관, 김정렴 상공부 장관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기간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철강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정책적 지원
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철강공업육성법 제정은 이미 1967년 11
월 10일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 발족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시달한 ‘종합제철 건설에 관한 일반지침’에도 포함돼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따라 포항제철은 구체적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한일 간의 기본협약이 체결된 것은 1969년 12월이지만,

면서 종합제철 건설 분위기는 무르익어 있었다. 정부는 입지와 실수요자가 확정되
면서 곧바로 기반시설 공사를 서둘렀다. 1967년 11월 10일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반지침을 시달하면서 정부 각 부처는
지원시설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철도, 항만, 공업용수, 도시토목 등 관련 공사를 추
진해 나갔다.

철도청은 1967년 6월 철도인입선 공사계획을 수립해 이듬해 4월 착공하고, 건설

인 방안을 작성해 1969년 7월 8일 종합제철사업계

부는 1968년 1월 제철소 부지 내에 포항공업지구 공사사무소를 개설해 포항신항, 도

장관회의를 통과해 11월 21일 제91회 국무회의 의

148억 6600만 원을 투입했다. 시설별로는 철도 부설 7억 1500만 원, 항만 건설 114억

획연구위원회에 제시했고, 이 안은 9월 11일 경제

시토목, 안계댐 공사 등을 차례로 추진했다. 정부는 이들 지원시설 건설에 정부예산

결을 거쳤다. 이어 국회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송한

4200만 원, 공업용수 확보 15억 5300만 원, 도시토목 공사 11억 5600만 원이었다.

철 의원 외 22명의 의원이 제안한 철강공업진흥법

철도

안과 비교 절충된 후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문 20조와 부칙으로 이뤄진 철강공업육

성법이 제정돼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81호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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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태백공사사무소는 1967년 6월 동해남부선 효자역과 제철소 구내를

연결하는 철도인입선 공사계획 수립을 시작해 1968년 2월 일부 설계를 완료한 뒤

제1종 철강공업자 지정(1971. 2. 22)

1968년 4월 25일 공사에 착수했다. 동산토건이 시공을 맡은 이 공사는 하루 150량
의 열차 조차가 가능한 괴동역을 신설하고, 연장 15.2km에 이르는 철도를 부설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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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화물 150만 톤을 취급할 수 있는 규모였다. 철도

획한 수준으로 성토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결국 우에노 조자부로 고문 의견이 받아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철도 부설공사가 조기에 완

또 하나의 쟁점은 방파제공사 방식이었다. 건설부는 사상(沙上) 케이슨 공법

들여져 포항제철소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굴입항만을 갖게 됐다.

청은 1970년 10월 7일 본선을 개통했고, 11월 25일
공되고, 1971년 4월 11일 운행을 개시함으로써 포

(Caisson Method)을 주장했으나 우에노 조자부로 고문은 코러게이티드 셸

었다.

상자)을 제작한 뒤 주변 모래를 준설해 케이슨을 물에 가라앉히면서, 설치하려는 장

(Corrugated Shell) 공법을 주장했다. 케이슨 공법이란 모래 위에서 케이슨(콘크리트

항 1기 설비 건설자재부터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
항만

건설부는 제철소 건설과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항만 건설 즉, 포항신항 건설을 위
해 1968년 1월 29일 울산 특별건설국 산하기구로

굴입항만으로 건설 중인 포항신항 준설공사(1969. 12. 24)

소까지 배로 예인해 설치하는 공법이다. 코러게이티드 셸 공법은 바다에 철근으로 만
든 원통을 설치하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이다.

우에노 조자부로 고문은 코러게이티드 셸 공법이 시공하기 쉽고 공기를 단축할 수

포항공업지구 공사사무소를 개설했다. 이어 30일에는 일본 퍼시픽컨설턴트(PCKK)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건설부는 장인섭 건설부 포항공업지구 공사사무소장을 중심

PCKK는 국내 기술용역업체인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제휴해 현지 조사를 하고

논란은 주원 건설부 장관 초청으로 방한한 일본의 항만 권위자 고토(後藤) 박사가

와 제철소 전용항만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각서를 교환했다.

1968년 3월 13일 3개의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건설부는 PCKK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1972년 말까지 항만 건설을 완료하고 △도입 기자재 양륙을 위한 임시 물양부두
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며 △공장의 초기 및 최종 규모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는 항
만이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고려해, 4월 15일 굴입항만 계획에 의거한 포항신항 건

으로 사상 케이슨 공법이 경제성과 견고성 면에서 탁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케이슨 공법을 지지함으로써 결말이 났다. 건설부는 이 공법을 적용해 공사 시작 2개

월 만에 200ｍ 가량의 방파제를 완성했다. 후일 항만공사 현장을 답사한 우에노 조
자부로 고문도 케이슨 공법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건설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4월 20일 설계작업에 착수해 5월 25일 동방파

설 계획을 채택했다. 이는 직선 호안을 기준한 KISA안과 배치돼 최종 확정을 위한 결

제 및 파제제(波除堤)공사를 시작으로 포항신항 건설공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북

野康雄) PCKK 부사장, 일본 항만심의위원인 우에노 조자부로(上野長三郞) 가와사

1973년 7월 10일에는 항로 폭 200ｍ인 수로를 고시함으로써 포항신항 건설을 완료

정 과정에 건설부 관계자 외에도 존스(B. L. Jones) 주한 KISA 대표, 고노 야스오(河
키제철 토목엔지니어링담당 고문이 참여했다.

결정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다. 우선 바다가 육지를 파고 들어온 듯한 모양

방파제, 동안벽, 원료 부두 및 제품 부두, 호안 등의 순으로 공사를 진행해, 마침내
했다.

공업용수 건설부는 제철소 공업용수 지원을 위해 포항 1기 용량이 조강 연산 103만

의 굴입항만 채택을 둘러싸고 건설부와 우에노 조자부로 고문 사이에 논란이 있었

톤 규모로 변경되기 전인 1968년 4월 1일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

는 점과 공장 배치가 복잡해져 물류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

일일 10만 톤 기준 용수공급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조강생산 규모를 103만 톤으로

다. 건설부는 이미 확보한 부지를 파서 굴입항만을 만들면 제철소 부지가 좁아진다

다. 그러나 우에노 조자부로 고문은 공기가 촉박하고, 보유하고 있는 준설선 능력이

부족해 굴입항만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굴입항만 형태로 부지를 파 들
어가면 이때 나온 흙을 성토에 활용할 수 있어 준설토 사용을 줄일 수 있고, 파 들어

간 만큼 준설지역과 성토대상지역 간 거리도 줄어 보유하고 있는 준설선만으로도 계
070

포스코 50년 통사

해 12월 6일 사업계획을 완성한 바 있었다. 당시 KISA는 1기와 2기를 동시에 고려해
변경한 후에도 용수 확보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건설부는 개발 대상 수원을 확정하고 필요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도일제, 일광제,

달성제, 형산강 부조계통, 흥해제 및 지하수 개발 등 5개 수원을 비교해 형산강 부조

지점을 제1차 개발 수원으로 채택했다. 형산강은 갈수기와 농사용 관개기가 겹칠 뿐
1편 포항제철 탄생

071

아니라 하류지역 기득 수리권 때문에 제철소에 필

3. 연관단지 조성

비관개기에는 하루 23만 톤을 취수할 수 있는 특

고시 제516호에 의거해 포항 서남쪽인 영일군 대송면 괴동동과 장흥동 일대를 포항

요한 하루 10만 톤의 취수가 불가능했지만, 7~8월

정부는 종합제철 관련 산업 육성과 지방공업 발전을 위해 1967년 7월 21일 건설부

성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부조 취수장으로부터 서

연관공업단지로 공고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17일 건설부 고시 제578호에 의거해 공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안계리에 저수지를 축조

단조성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경상북도 지사를 단지조성 시행자로 지정했다.

해 풍수기에 형산강 물을 저수해 뒀다가 갈수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계획했다. 안계저수지는 총저수

량이 1765만m 로 1968년 6월 15일 착공해 1971년
3

3월 말 완공했다.
도시토목

경상북도가 부지 매수를 완료하고 단지 조성과 분양을 한창 추진하고 있던 1969년

건설 중인 안계댐(1971. 1. 17)

건설부는 도로, 교량 등 제철소 인프라가 될 도시토목공사도 진행했다. 도

로는 1968년에 강동교 포항 측 접속도로, 월성군 경계에서 경주 방면 도로, 해도교에
서 형산교를 잇는 도로 등 총 6km를 건설했다. 1969년에는 형산교에서 냉천에 이르

는 도로, 강동교 경주 측 접속도로, 영일군 경계에서 효자광장에 이르는 도로, 강동

6월 13일 정부는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려우므로 포항제철이 일괄 추진하라고 통보

해 왔다. 포항제철은 이에 따라 1970년 3월 31일 경상북도에 5억 4344만 8000원을 지
급하고 378만 1818m (114만 4000평)을 인수했다. 포항제철은 연관단지 조성사업을
2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에 지급할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었

다. 국고 지원과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태에서 심지어 임원과 간부사원들이 자
신들의 주택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했다.

포항제철은 사업 인수 후 잔여 부지를 매수하고, 1970년 4월 도로와 배수시설공사

교와 영일군 경계 사이 도로 등 7.46km를 건설했다. 1970년에는 연일면 효자동 검문

등 단지조성을 시작해 1972년 4월 완료했다. 토지대금과 부대공사 등 총투자비는 11

연장 18.56km를 새로 마련했다.

료로 사용할 수 있고, 용수와 전력 공급이 용이한 이점이 있었다. 연관단지 조성사업

소에서 형산교에 이르는 도로, 냉천교 및 구룡포 쪽 접속도로 등 5.1km를 건설해 총
이어 1971년에는 간선도로 포장에 착수해 냉천 구룡포 쪽 접안도로, 형산교와 해

도교 사이 도로, 형산교와 냉천교 사이 도로, 형산교와 효자광장 사이 도로, 효자광

장과 검문소 사이 도로 등 총연장 10.25km의 도로 포장을 완료했다. 1973년에도 효
자광장에서 형산교를 지나 포항제철에 이르는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대 포장했
다. 이와는 별도로 영남 국토건설국은 경주와 포항을 잇는 도로 개수·포장 공사를 실

억 5000만 원에 달했다. 연관단지는 포항제철이 생산하는 철강재와 부산물을 주원

을 인수한 후 1970년 2월 24일 분양공고를 낸 결과 17개 업체가 232만 7272m (70만
2

4000평)을 신청했다. 포항제철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입주업체 선정을 위해 건설
부, 상공부, 법률전문가 등으로 ‘연관공업단지 입주업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4월 10
일 강원산업 등 13개 업체에 133만 460m (40만 2464평)을 분양했다.
2

연관단지와 별도로 포항제철소 남쪽 청림지구에도 소규모 공단이 조성됐다. 청림

시해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경주 인터체인지를 잇는 2차선 도로를 포장했다. 이

지구는 1973년 7월 2일 건설부 고시 제275호에 의거해 도시계획법의 전용 공업지역

1972년 착공한 영일교는 1974년 완공했다.

일 건설부 고시 제107호로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연관단지와 함께 시너지를

들 공사와 병행해 1968년 형산교, 1969년 강동교, 1970년 냉천교를 각각 가설했으며,
종합제철 인프라가 될 기반시설공사가 정부 각 부처 책임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

됨에 따라 포항제철도 부지 조성공사와 제철소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

으로 고시된 후 1974년 4월 착공, 1977년 10월 완공됐다. 청림지구는 1975년 6월 23
만들어 나갔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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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중화학공업의 기반, 포항 1기 사업
1절 103만 톤 설비계획 확정
2절 경제적인 설비 구매

3절 치밀한 건설 및 조업 대비 태세

4절 철저한 공정 관리와 우향우 정신으로 공사 강행
5절 최초의 일관제철소 탄생

2장 국제 수준의 철강기업으로 도약, 포항 2기 사업
1절 157만 톤 설비계획 수립

2절 차관 조달 및 설비 구매처 다변화
3절 조업과 병행한 건설공사
4절 260만 톤 체제 구축

3장 경쟁력 우위 양산체제 구축, 포항 3기 사업
1절 290만 톤 설비계획 수립
2절 설비 국산화 진전

3절 건국 이후 최대 공사
4절 550만 톤 체제 구축

4장 철강자급시대의 개막, 포항 4기 사업
1절 자력으로 수립한 300만 톤 설비계획
2절 설비 국산화 논쟁 속 설비 구매

3절 철저한 시공 준비와 순조로운 공사
4절 850만 톤 체제 구축

5장 영일만 대역사의 완성, 포항 4기 2차 사업
1절 생산 효율화에 초점 맞춘 설비계획 수립
2절 최저 가격으로 설비 구매

3절 광양과 이원화 체제로 건설공사 추진
4절 910만 톤 체제 완성

6장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 합리화와 신예화
1절 생산력 증강을 위한 중장기 합리화 추진
2절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체제 구축

7장 경영관리 체제 구축

1절 조직 정비 및 기업체질 강화
2절 인사노무·교육 방향 설정
3절 원료 수급 및 판매·물류
4절 전산화 및 정보화 시동
5절 외주작업과 상생협력

6절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

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망라

1장

한 예비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작성했다. 포항제철

중화학공업의 기반, 포항 1기 사업

이 1970년 3월 28일 접수한 이 보고서는 원료 및

제품 흐름과 동력 등에 관한 기초 자료, 주설비 용

량과 기초 사양, 설비배치 계획, 건설공정, 건설비,
조업인력 소요에 대한 참고사항 그리고 건설장비
에 대한 조언 등을 담고 있었다.

예비 엔지니어링 보고서 제출을 기점으로 포항

박태준 사장과 환담하는 JG 일행

제철과 JG는 본 기술용역계약을 위한 의견 교환을

1절 103만 톤 설비계획 확정

시작했다. 포항제철은 1970년 3~4월, 5~6월 두 차례에 걸쳐 협상단을 일본에 파견해

1. 건설 및 조업 기술 도입

구를 최종 정리한 후 7월 15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포항제철은 일관제철소에 관한 기술과 경험이 전무한 현실에서 건설과 조업에 필요

기술용역 내용과 계약방법 등을 확정했고, 일본 측 협상단도 6월에 내한해 계약 문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1970년 3월 31일 야와타제철과 후지제철이 합병해 신일본

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1969년 8월 열리는 한일각료회담을 앞두고 야와타제철, 후

제철이 발족함으로써 기술용역 제공업체는 3개사에서 2개사가 됐다. 양측이 체결한

서부터 조업지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 처리하고자 했으

계약은 용역 범위를 건설 전과 후 두 단계로 나눠 건설 전 단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제철, 일본강관 등 3사에 기술용역 제공을 요청했다. 당초 포항제철은 기본계획에

나, 일본 3사의 제안에 따라 예비기술용역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건설과 조업지도
계약은 추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제3차 한일각료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일본은 같은 해 9월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103만 톤 계획이 타당성이 있으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난점이 없음을
확인했다. 포항제철은 이에 따라 10월 2일 정식으로 기술용역 제공을 요청했고, 일

본 철강 3사도 야와타제철 도미야마 에이타로(富山英太郞)를 대표로 하는 예비 엔
지니어링 담당반을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3일 포항종합제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한일 간의 기본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12월 15일에는 예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할 일본 기술용역팀을 JG(Japan Group)라 부르게
됐다.

JG는 1970년 1월 23일 포항제철협력부를 신설하고,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원회

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와 예비 엔지니어링 담당반의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해 10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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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계약은 8월 22일 외자도입심의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정식 인가를 받았다.

규정하고, 건설 후 단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추후 다시 협의해 상
세한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계약이 규정한 용역 범위는 다음과 같았다.
• 제철소를 구성하는 설비를 다음의 19개 설비로 구분 한정하고, 이들 설비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다.

(19개 설비 : 항만하역설비, 원료처리설비, 소결공장, 코크스공장, 제선공장, 제강공장, 석회소성공장,

분괴공장, 열연공장, 강편공장, 구내수송설비, 수배전설비, 발전송풍설비, 증기설비, 가스 및 중유설비,
급배수설비, 정비공장, 시험검정설비, 철도 및 도로)

• 기술용역계약 1단계 용역은 기획, 검토, 기기구매, 건설공사, 토목공사, 직원 연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기술용역계약 2단계 용역은 실제 공장을 건설하고 조업하는 데 필요한 범위로 한다.

포항제철과 JG는 1971년 5월 14일 이미 체결한 계약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기술용

역 계약 2단계 용역 범위를 구체화한 계약을 체결했다. 1단계 계약에 따라 JG는 연인
원 기준 일일 710명을 파견했으며, 2단계 계약에 따라 건설공사를 지도하기 위해 월
2편 포항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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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1만 8000명, 조업과 수탁시험을 위해 월간 1만 8666명의 연인원을 파견했다.

압연기 1기 등이 중심 설비였다.

2. BHP·KIST와 기술용역계약 체결

위원회의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초기 규모를 조강 연

고려해 일본 일변도에서 파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 용역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리는 한편 KISA 계획의 스테켈 압연기를 반연속식 열간박판 압연설비로 대체하고,

포항제철은 거의 모든 설비와 건설 및 조업 용역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한다는 점을
위해 1970년 4월 14일 호주 BHP와 별도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
라 BHP는 JG가 작성한 예비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일본 공급사와의 구
매계약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1971년 10월 24일에는 KIST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내용은 건설계획 단계부터 조

업 단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조언하는 장기 기본계약과 연도 실시계획으로
구분됐다. KIST는 미국 바텔연구소와 제휴하고 있어 충실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

둘째 단계는 KISA와의 기본협정 폐기를 예측하고 구성한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

산 103만 톤, 최종 규모를 500만 톤 이상으로 설정해 KISA 계획보다 설비 용량을 늘

제강공장은 회당 100톤 용량의 LD 전로 2기를 보유하며, 조괴 방식은 전연속주조
안과 일부 조괴·일부 연속주조의 2개 안을 제시했다. 이 계획안은 포항제철이 당시
KISA와의 사업계획 추진 경험과 일본 제철소 기술연수를 토대로 자체 능력으로 구
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며, JG가 예비기술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
기도 했다.

셋째 단계는 1969년 12월 15일 체결된 JG와의 예비 엔지니어링 협정에 따라 JG

으며, 중화학연구실을 두고 철강 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를 채용해 용역에 충실을

가 작성한 예비 엔지니어링 보고서를 기초로 구체화한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포항

포항제철은 양질의 기자재를 도입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유명한 공급자를 선별해

로 용량을 회당 110톤 용량의 LD 전로 2기로 하며, 조괴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변

기했다.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자재 제작 과정에서부터 선적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더

욱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별도로 6개 검정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검정용

역을 수행한 회사는 ENGICO(Engineering Consulting Office), OMIC(Overseas
Merchandise Inspection Co., Ltd.), JMI(Japan Machinery & Metal Inspection
Institute), JIC(Japan Inspection Co., Ltd.), NKKK(Nippon Kaiji Kentei Kyokai),

제철이 자체 능력으로 작성한 이전 안을 토대로 고로 내용적을 1760m 로 하고, 전
3

경이 있었으나 대체로 기존 안이 많이 반영됐다. 이 계획은 설비의 구매사양서 작
성 및 구매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또한 중후판설비 건설을 포항제철이 인수하게 됨
에 따라 일부 변경이 있었지만, 포항 1기 설비의 주요 사항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결정됐다.

DKKK(Daiichi Kensa K.K.) 등이었다.

4. 배치계획 수립

3. 설비계획 수립

차후 시설 확장에 대한 여유 확보, 예상되는 기술 변화에 대한 사전 배려 등 여러 가

조강 103만 20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춘 포항 1기 설비계획은 크게 3단계를 거쳐 완성
됐다.

첫째 단계는 1967년 10월 KISA와의 기본협정에 따라 성안된 것이었다. 주요 내용

은 조강 60만 톤의 초기 규모에서 300만 톤 이상의 최종 규모로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내용적 1257m 의 고로 1기, 회당 60톤 용량의 LD 전로 2기, 빌릿 연속
3

주조기 1식, 분괴압연 및 후판압연용 가역식 혼용 압연기 1기, 박판 압연용 스테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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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철의 배치계획은 구내수송 수요 최소화 및 능률화, 건설비와 조업비 최소화,
지 요소가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 요소는 서로 상충되는 면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KISA 계획의 조정 단계에
서 수많은 배치계획안을 검토했다.

포항 1기 사업의 공장 배치계획은 설비계획과 맞물려 3단계를 거쳐 완성했다. 첫째

는 항만계획이 구체화되기 전까지의 시안 단계, 둘째는 KISA 계획과 굴입항만 채택
에 따른 새로운 계획과 조정 단계, 셋째는 초기 연산 103만 톤 규모 변경 계획에 따른
2편 포항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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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 단계였다.

2절 경제적인 설비 구매

로부터 육지 쪽으로 광석야드, 제선·제강·압연 설비군을 차례로 배치하는 안이었다.

1. 외압 극복하고 설비 구매 재량권 확보

안했고, 포항제철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KISA의 배치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했다. 포

와 기자재 구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신설회사로서 구매 노하우는 없었지만, 한정된

당초 KISA의 공장 배치계획은 해안선을 따라 직선으로 안벽을 구축하고, 안벽으

그러나 1968년 4월 건설부 용역으로 일본 퍼시픽컨설턴트가 굴입형 항만계획을 제

항제철은 변경된 항만계획 자료를 KISA에 송부해 GEP 작성 시 공장배치계획 수립
에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68년 5월 20일 GEP 검토단은 피츠버그 코퍼스 본사에서 KISA의 배치계획안을

포항제철은 1969년 12월 한일 간의 기본협약이 체결되자 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금으로 안정성과 첨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했다. 무엇보다 걸림돌이 된
것은 구매 자금 운용에 제약 조건이 많다는 점이었다.

설비 구매 자금은 대일청구권자금과 상업차관으로 나뉘었다. 대일청구권자금은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토단은 대안을 작성해 KISA와 여

다시 유상자금과 무상자금으로 구분됐고, 10년에 걸쳐 연도별 계약을 체결해야 한

분만 수정된 GEP가 포항제철에 제출됐다. 이 때문에 KISA의 배치계획은 포항제철

은 진행하되 계약 주체는 주일 구매사절단장이 하는 이원적 형태였다. 상업차관 역

러 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배치계획의 지엽적인 부

이 GEP를 수락하는 과정에서 포항제철의 제안이 수용되기까지 계속 논란이 됐다.
이후 재작성된 배치계획이 수록된 GEP가 제출됨으로써 비로소 부지성토와 도로공
사 등 공사계획의 기본자료로 이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KISA의 배치계획은 초기 용량 60만 톤, 최종 연산 300만 톤을 목표로 작성

됐기 때문에 신사업계획에 의거 초기 용량 103만 톤으로 생산 규모가 변경되자 다시
한번 전면 수정이 필요했다.

포항제철은 1969년 9월부터 5개의 대표 시안과 우에노(上野) 고문이 제시한 안, 그

리고 우에노 고문의 안을 참작해 작성한 안 등 모두 7개 공장 배치계획안을 검토했
다. 같은 해 12월 일본조사단이 내한해 기술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들 안을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1970년 3월 접수한 예비기술용역의 배치계획도 이들을 기
초로 작성됐다. 예비기술용역의 배치계획은 이후 실질적인 공장 배치계획으로 사용

다는 규정이 있었다. 또 자금 성격상 포항제철이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어 구매 협상
시 현금 차관은 전혀 없이 기자재 형태로 도입해야 했고, 계약 당사자와 협상을 진행
한 뒤 정부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포항제철은 경험과 기술 부족, 그리고 복잡한 절차가 따르는 행정상의 문제에도 불

구하고 설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매하겠다는 일념 아래 정예 멤버로 설비구매팀을
구성했다. 설비구매팀은 비록 제철설비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설비를 직접 볼 기회가 없었다는 점, 구입하고자 하는 설비
의 양이 엄청나다는 점, 설비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 등 여러 문제로 큰 어려움

을 겪었다. 다행히 JG가 필요한 설비를 21개 단위로 분류하고 가격, 성능 등의 조건에
합당한 설비제작사들을 복수로 추천해 줬기 때문에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설비 구매 과정에서 박태준 사장과 포항제철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

됐으며, 다섯 차례의 조정을 거쳐 1972년 12월 말 포항 1기 배치계획으로 최종 결정

다. 안정성을 갖춘 고성능의 설비를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일본을 오가며

포항 1기 배치계획은 초기 용량 연산 103만 톤에서 최종 500만 톤으로 확장이 가

기 일쑤였다. 특히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이 거셌다. 1971년 4월에 있을 제7대 대통령

됐다.

능하도록 수립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500만 톤 규모만 하더라도 상상을 뛰어넘는 엄
청난 규모였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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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분서주하는 동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시시각각 벌어지고, 외부 압력도 들어오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 재정위원장이 박태준 사장에게 정치자금을 요구하기도 했고,
또다른 정치권 실력자는 설비 구매에 따른 리베이트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압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뤄졌고, 배후에는 국제 설비 브로커 샤울 아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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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그(Shaul Eisenberg), 일본 정관계 막후 실력자로서 ‘쇼와(昭和) 최대의 괴물’로 알
려진 야쓰기 가즈오(矢次一夫) 등도 개입돼 있었다.

박태준 사장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와 외압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태준 사장은 1970년 2
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대일청구권자금 운용 절차 간소화 △설비공급자

선정에 대한 회사 재량권 확보 △수의계약 시 정부 보증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건
의했다.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박태준 사장의 건의사항 메모지에 바로 서명
을 해주며 소신껏 처리하라고 힘을 실어 줬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한 메모지 덕분에 박태준 사장은 외압이 있을 때마다 적절

히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이 때문에 정관계의 많은 인사로부터 질시와 견제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박태준 사장의 대통령 독대 이후 청구권자금관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27일 청구권 자금 사용에 관한 권한을 박태준 사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결의하고,
이를 포항제철에 통보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이 메모지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다가 박정희 대

통령이 서거한 해인 1979년, 그해 12월 발행한 <포항제철 10년사>에 처음 공개돼 이
후 ‘종이 마패’라 일컬어졌다. 포항 1기 설비 구매를 둘러싼 각종 압력의 배제는 포항

제철이 효율적인 설비 구매 전통을 수립하는 본보기가 됐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공
장 건설과 성공적 조업의 밑거름이 됐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또다른 변수도 있었다. 포항 1기 설비 건설공사 종합 착공 직

후인 1970년 5월 들어 일본 설비공급사들과 구체적 설비 구매 협상을 시작하려는 상
황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1970년 4월 15일 중국 저우언라이(周恩來) 수
상이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 중이던 미국, 한국, 타이완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대외
무역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개 항을 발표한 것이었다.

• 한국 및 타이완과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 상사나 메이커와는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다.
• 한국 및 타이완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과는 경제거래를 하지 않는다.

• 무기를 생산해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돕고 있는 기업과는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미국과의 합작회사 및 미국의 자회사와도 절대로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다.
설비구매 재량권을 재가한 박정희 대통령 친필 사인과 박태준 사장의 자필 건의문(197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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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곧바로 ‘저우 4원칙’에 따라 5월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學), 미쓰비

일 중후판공장 설비를 시작으로 1971년 11월 25일

시중공업 등과 무역거래를 단절해 버렸다. 중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일본은 미쓰

수배전설비와 발전송풍설비까지 모든 구매를 1년

비시, 미쓰이(三井), 마루베니(丸紅), 이토추(伊藤忠) 등 4대 상사가 중국무역을 담당

5개월 만에 끝냈다.

하고 있는 계열사들과 관계를 끊는 것으로 이 문제를 우회하고자 했다.

단위공장 설비 구매에서 쟁점도 나왔지만 포항

이는 한국의 종합제철 건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정부와 포항제

제철은 성능 보장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

포항제철에 대한 기술 원조는 저우 4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저우 4원

협상을 시작한 열연공장 설비는 선례가 될 수 있

철은 JG를 구성하는 신일본제철과 일본강관의 동향을 예의 주시했다. 신일본제철은
칙을 인정한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리고, 5월 14일 이를 중국에 통고했다. 이 같은 분

위기 속에서 5월 15일 도쿄에서 열린 제2차 한일민간합동경제위원회에 미쓰비시중

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 가장 먼저
포항 열연공장 설비공급계약 체결(1970. 9. 19)

어서 더욱 신중을 기했다. 열연공장 설비 구매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엔화 평가절상에 따른 환차

공업, 스미토모화학 등 대기업 대표들이 의도적으로 불참하거나 대리인을 참석시켜

손 문제가 발생해 정부 인가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고, 사내에서도 더 높은 사양을 원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나서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중

했다. 우여곡절 끝에 1970년 5월 29일 미쓰비시상사를 설비공급자로 지정하는 각서

한국 대표들을 분개하게 만들었다.

국 측에서도 저우 4원칙 수락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요구가 계속됐다. 결국 5월 22
일에는 이나야마 요시히로 신일본제철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신일본제철

하는 기술팀과 빠듯한 자금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계약협상팀이 서로 맞서기도
를 교환하고, 1970년 9월 19일 계약을 체결했다.

청구권 자금은 환차손 같은 변수 없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선

이 일한협력위원회와 일화(日華)협력위원회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

공장 설비 구매 과정에서 포항제철이 설비 성능보장 조항을 삽입하자고 주장해 진통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설비 구매와 관련해 저우 4원칙이 일으킨

을 체결했다. 제강공장과 석회소성공장 설비는 당초 가와사키중공업이 설비 제작과

한 협력위원회 참석은 거래관계상 당연한 것이며, 중국 측이 요구하는 양자택일에는
파문은 수습됐다.

2. 책임감으로 풀어 나간 경제적인 설비 구매

포항제철은 안팎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설비 구매에 임했다. 설비 구
매 자금은 공여 주체나 사용방법 등을 고려해 청구권 자금은 항만하역설비, 소결공

장, 제선공장, 제강공장, 석회소성공장, 분괴·강편공장, 급배수설비, 증기·가스·중유설
비, 구내수송설비, 원료처리설비, 철도 관련 설비 등의 구매에, 상업차관은 열연공장,
산소공장, 발전송풍설비, 수배전설비, 코크스공장 관련 설비 등의 구매에 사용했다.

포항제철은 비교적 사용이 용이한 상업차관에 의한 설비 구매부터 착수했다. 설비

구매가 시작되자 미쓰비시, 미쓰이, 이토추 등 일본의 유력 상사들이 치열한 수주전

을 벌인 덕분에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할 수 있었다. 포항제철은 1970년 6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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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다. 결국 포항제철은 주장을 관철하고, 착공 하루 전인 1971년 3월 31일 계약

공급을 담당하기로 했으나, 제작은 그대로 하되 공급은 이토추상사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포항제철은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이 이토추
상사에 지불할 커미션에 해당하는 6000만 엔만큼 가격을 인하하고, 성능보장 요구
를 관철했다. 또 이토추상사의 배선권 요구에 대해서도 고려해운, 대한해운 등 국적
선사를 활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 역시 관철했다.

포항 1기 설비구매에는 대일청구권 무상자금 3080만 달러와 유상자금 4643만 달

러 등 총 7723만 달러가 배정됐다. 무상자금 3080만 달러는 1971년부터 3년간 정부
의 출자금으로 전환됐다. 유상자금 도입 조건은 7년 거치 13년 분활 상환이며 연 이
자율은 3.5%였다.

중후판공장 건설은 당초 종합제철 건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이는 당

시 국내 중후판 수요가 3~4만 톤 수준인 데 비해 국내 민간업체 생산능력이 12~1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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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에 달해 공급 초과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일교포 신학빈 씨가 경

정 및 관리감독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했다. 포항 1기 설비 종합 준

을 체결해 정부인가까지 받았으나, 내자 조달 능력이 없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제철연수원을 연수원으로 개칭해, 총무부 교육과를 흡수 통합하고 종합 교육훈련

영하던 조일제철이 1968년 4월 오스트리아 푀스트(Voest)와 중후판공장 차관 계약

상황이었다. 포항제철은 회사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중복 투자를 막
고 일관제철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 중후판공장 사업을 승계하기로 했다. 이러한 포
항제철의 의지에 정부도 호응해 1970년 2월 27일 외자도입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수

요자를 변경함으로써 종합제철 건설계획에 중후판공장 건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970년 6월 23일 푀스트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1971년 3월 12일 토목공사에 관한
추가 차관계약을 체결했다.

공을 앞둔 1973년으로 접어들면서 교육훈련은 더욱 확대 강화됐다. 1973년 1월에는
기구로서 면모를 갖췄다. 특히 같은 해 7월 포항 1기 종합 준공부터는 안정조업에 역

점을 둔 기술교육과 정신교육에 집중했다. 1974년 9월에는 사내 직업훈련원을 설치
해 제선·제강·압연·천장기중기 부문의 제철기능인 양성교육을 시작했다.

포항제철은 1968년 창립부터 포항 1기 조업이 본격화되는 1973년에 이르기까지 연

인원 587명의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현장 조업을 담당하는 기능직 사원

도 247명에 달했다. 해외연수를 마친 직원들은 복귀해 교육 내용을 사내에 전파함으
로써 안정적인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3절 치밀한 건설 및 조업 대비 태세

2. 건설관리 체제 확립과 공정관리

1. 해외연수와 연수원 설치

설치해 공장 부지조성 사업과 외국인 주택 건설공사 계획 및 공사행정 기초체제 확

포항제철은 1968년 4월 창립과 함께 생산및훈련부를 설치하고, 기술인력을 자체 양

성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1969년 2월에는 총무부 교육과가 신설돼 기술요원 해외연
수를 위한 준비 교육과 사내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한편, 제철연수원을 개원했다. 하

포항제철은 종합제철 건설이 지상 과제였던 만큼 1968년 4월 창립과 함께 건설부를

립에 주력했다. 1969년 들어 KISA 체제가 와해될 조짐을 보이는 등 급박한 상황 변
화 속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차질 없이 추진됐다.

포항제철은 일본이 새로운 파트너로 결정되고 종합제철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본격

지만 포항 1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까지도 사실상 국내에 대규모 일관제

적인 공사를 앞두고 건설관리 체제 확립과 엄격한 공정관리를 위한 채비를 갖춰 나갔

연수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은 필수적이었다.

까지 외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건설 기술자도 부족해 장기대책을 세워 양성하면서

철소에 대한 기술과 경험은 전무한 상태라 건설 및 조업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포항제철은 회사 창립과 함께 해외연수를 추진해, 포항 1기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68년부터 가와사키제철과 일본 철강자문용역단을 통해 기술인력의 일본 연수를 실

다. 당시 국내에는 축적된 노하우가 없어 설비와 주요 기자재 수입은 물론 엔지니어링
건설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969년 10월 16일 건설관리체제 정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업무 단계

시했다. 포항 1기 사업이 가시화되고 1969년 12월 JG가 구성되면서 해외연수는 본격화

의 합리화, 설계관리의 제도화, 차관공사 관리를 위한 능력 확보, 계약방법 및 예산관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그 밖에도 포항 1기 사업에 참여한 호주 BHP, 오스트리아 푀스

완료했다.

됐다. 포항제철은 JG와의 계약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1단계 85명, 2단계 353명의 직원
트, 일본의 설비 공급사 및 제작사 등을 통해서도 연수를 실시했다.

사내에서는 해외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초 외국어 습득 및 현지 적응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건설공사 수행과 조업조직 구성에 맞춰 공사관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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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도의 개발, 종합적인 기구조정 검토와 개정 방향 등 제1단계 개선작업을 12월까지

포항 1기 공사는 유례없이 큰 규모에 고도의 기술이 동원되고, 첨단 설비가 설치되

는 까닭에 여러 주체 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외국으로부터 들
여오는 설비의 성능 점검과 공사일정 관리, 공사품질 관리 등은 제철소 건설의 성공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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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므로 건설관리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

다. 포항제철은 협상 끝에 외국 설비공급사로부터 설비를 들여오는 차관공사 관리는
설비공급자가 설계감리, 즉 기술감독지도 개념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포항제철은 시

공감독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또 설비별로 세부 업무분담 명세서를 작성해 책임 한
계를 분명히 했다. 포항제철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 공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사관리 조직을 여러 차례 개편했다.
개편 과정에 조업요원과 정비요원을 참여시켜 제철소 건설 이후 조업운전은 물론 정
비까지 대비했다.

포항제철은 또 39개월에 달하는 공정을 빈틈없이 관리하는 데도 만전을 기했다. 이

를 위해 건설공정 관리부서를 별도로 설치했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공정관리를 위
해 퍼트(PERT :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를 도입했다. 포항제철

은 PERT를 활용해 기본 건설공정 계획표를 수립하며, 공사계획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

체 건설공정을 파악해 주요 문제점과 중점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PERT 활용을 통해 1972년 5월 1차로 공기 1개월을 단축했고, 2차로 1973년 7
월 1일 화입 예정이었던 고로의 준공목표 공정을 6월 8일로 앞당겨 기본 공정계획보다
무려 54일이나 단축할 수 있었다.
포항 1기 설비 건설관리 기본 체계도

검정회사

검정대행

검정용역

포항제철(주)

설비 및 설계공급,

제작자

자문

JG

공정관리, 시공감독

성능보장, 기술지도 조언

설비공급업체

기술용역

기술감독

(설계관리)

건설업체
하청업자

PERT로 작성한 포항 1기 설비 건설실적 공정도

088

포스코 50년 통사

2편 포항제철소 건설

089

4절 철저한 공정 관리와 우향우 정신으로 공사 강행

인 4월 1일에는 공작정비공장, 이어 9월 1일 시험검정설비, 10월 1일 열연공장, 10월

1. 종합 착공

주요 설비를 차례로 착공했으며, 뒤이어 18개 설비공사가 착공돼 건설 러시를 이뤘

30일 후판공장 공사에 들어갔다. 또 1971년 4월 1일 제선공장, 7월 2일 제강공장 등
다. 1972년 3월 22일 철도 설비를 끝으로 모든 설비가 공사에 들어갔다. 1971년, 1972

포항제철은 창립 2주년을 맞은 1970년 4월 1일 경상북도 영일군 대송면 동촌동 건설

년에는 토건공사와 기전공사가 절정에 달해, 이 기간 중 토목공사 259건, 건축공사

현장에서 포항 1기 설비 종합 착공식을 거행하고, 포항제철소 건설 대역정의 일보를

149건, 수도배관공사 72건, 기계공사 71건, 전기공사 156건, 계장공사 14건, 축로공사

내디뎠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정희 대통령, 김학렬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

11건, 기타 195건 등 총 927건을 발주했다.

박태준 사장 등 포항제철 임직원 및 건설요원, 기타 내외 귀빈과 현지 주민들이 참석

포항제철은 건설기간 중 JG, 설비공급사, 시공업체와 함께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비

해 종합제철 건설 성공을 기원했다.

롯해 공사계획 및 설계 발주 등 공사 진도와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

포항 1기 사업은 1973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조강 연산 103만 톤 규모, 연간 열연

해 건설회의를 개최했다. 건설회의는 1970년 12월 2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973년 6

코일 18만 3000톤, 열연박판 22만 톤, 대강 18만 톤, 빌릿 14만 1000톤, 중후판 10만

월 19일까지 총 30회 개최했다.

5000톤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언론은 종합 착공 관련 보도를 통

또 공사 착공계획 준비부터 설계·발주·시공상 문제점, 도입 기자재와 국내 조달 자

해 포항제철소 건설사업이 유사 이래 최대 규모 단일투자라는 점과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10년을 끌어온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철강재 자급 촉진, 국제

재 입하, 주요 장비 투입현황, 주간 기상정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공정상황을 다

평가했다.

86회 개최했다.

룬 공정상황보고회의는 1971년 3월 15일 첫 회의 개최 이후 1973년 6월 22일까지 총

수지 개선 및 고용 증대, 자주국방 능력 강화 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포항제철은 설계관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공사 과정에서 관련 기

포항제철은 종합 착공 한 달 전인 1970년 3월 1일 창고설비 공사를 시작으로 당일

술을 축적하기 위해 1970년 7월 포항제철 최초의 출자회사인 제철기술컨설턴트(현
포스코A&C)를 설립했다. 제철기술컨설턴트는 포항 1기 공사기간 중인 1972년 3월
회사명을 주식회사 스매크(SMEC : Steel Mill Engineering Consultant)로 바꿨

으며, 포항 1기 설비 건설에 필요한 전문기술 도입

과 자문을 위해 일본 도쿄컨설턴트와 기술제휴를
하고 원료처리설비, 후판공장, 파일런 야드(Pylon
Yard) 등 일부 설비의 실시 및 시공 설계를 수행
했다.

한편 포항제철은 1982년 9월에 광양제철소 설계

포항 1기 설비 종합 착공
버튼을 누르는 박태준 사장,
박정희 대통령, 김학렬
부총리(1970. 4. 1)

090

포스코 50년 통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SMEC 지분을
포항 1기 설비 건설회의(1970. 12. 24~1973. 6. 19)

모두 인수해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1983년 8월
회사명을 제철엔지니어링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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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비상을 시작할 무렵 현장에는 포항제철 직

2. 우향우 정신과 열연비상

제철소 건설이 시작되자 박태준 사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건설현장을 시찰하며 직

원뿐만 아니라 JG를 비롯해 수많은 국내외 설비공

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선조들의 피값인 대일청구권자금

한결같이 열연비상이 무리한 계획이라며 회의적인

급사와 시공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원은 물론 설비공급사와 시공사의 모든 건설요원들에게 “민족의 숙원사업에 동참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박태준

으로 건설하는 만큼 실패하면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니 우향우하여

사장의 신념, 포항제철 직원들의 열정과 사명감에

영일만에 빠져 죽어 속죄해야 한다”라며 남다른 각오를 요구했다.

박태준 사장의 이러한 의지는 현장 직원들과 건설요원들에게 큰 울림을 주어 현장

에서는 ‘우향우 정신’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됐다. 이를 계기로 우향우 정신

은 포항제철의 사풍을 형성하는 원류가 되어 포항과 광양의 건설 대역사 시기는 물

열연비상을 선포하면서 9월 중에는 무조건 하루에 700m3의 콘크리트 타설을
지시한 박태준 사장의 자필 지시문(1971. 9. 5)

감화되어 모든 업체가 동참했고, 이들 역시 열연비

상 성공의 주역이 됐다. 열연비상을 계기로 포항 1
기 건설 공기를 예정보다 1개월 단축했고, 이후 ‘돌

론 그 이후에도 위기극복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관경영 체제’는 포항제철의 확고한 전통으로 뿌리내렸다. 포항제철은 우향우 정신과

트 타설공사에 들어갔다. 타설할 콘크리트 총량은 9만 6370m , 사용할 철근량은

동지표>를 제정 운영했다.

생산설비 중 가장 앞서 1970년 10월 1일 착공했던 열연공장은 1971년 4월 콘크리
3

5800톤, 일반강재는 640톤으로 당시 국내 단일공장 공사로는 최대 물량이었다. 그러
나 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면서 설계가 지연되고, 건설업체의 자재와 인원 부족에 여
름 장마까지 겹치면서 7월부터는 공기지연 문제가 표면에 떠올랐다.

원료구매 협상을 위해 호주 출장 중이던 박태준 사장은 보고를 받고 급거 귀국해 8

월 20일 임원회의에서 공기 만회를 위한 비상기간 설정을 지시했다. 9월 5일에는 직

접 현장을 둘러보며 장비 능력과 투입 인력을 점검한 뒤 공정보고서에 9월 중에는

열연비상 정신이 전사적으로 정착되어 가던 1970년 12월 임직원 행동규범으로 <행

[ 행동지표 ]

우리는 회사에 부과된 사명을 기조로 한 사업목표에 투철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는 분야별 행동목표를 명
확히 설정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과 기술 면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과 기법을 최대한 도입 적용하고,

부단한 창의적 노력과 개척의 의지로써 이를 더욱 순화 발전시켜 각자의 몸과 마음에 충분히 익숙케 한다.
우리는 이를 일상 업무활동의 규범으로 삼아 훌륭한 회사 전통을 수립해 나가는 데 크게 공헌하도록 하자.

무조건 하루에 700m 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라는 지시문을 붉은색 펜으로 작성했다.

3. 원료 구매 협상

이었다. JG에서도 무리한 공기 단축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과 원료탄 확보 문제가 대두됐다. 포항제철은 1969년 10월 종합제철사업계획연구위

3

콘크리트 700m 는 레미콘 차량 200대분으로 당시 포항 실정으로 볼 때 무리한 계획
3

그러나 박태준 사장은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라고 지시했고, 포항제철은

전사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건설 대역사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돌관공사’의 서막

1971년 들어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제철소 완성 후 조업에 필요한 철광석
원회가 마련한 원료조달안에 입각해 원료 구매에 나섰다.

포항 1기 설비가 정상 가동되면 연간 150만 톤의 철광석, 80만 톤의 유연탄 소요가

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열연비상’은 9월 20일부터 관리 및 행정 부문으로까지 확대돼

예상됐다. 하지만 철광석은 국내 생산량이 미미한 데다 대부분 저품위였고, 유연탄

투 끝에 열연비상 선포 이후 2개월 동안 5개월분에 해당하는 콘크리트를 타설함으

내에서 조달하고, 나머지 120만 톤과 유연탄 80만 톤은 전량 수입해야만 했다.

간부직원들의 일일 총감독제가 실시되고, 철야작업이 이어졌다. 포항제철은 악전고

로써 공기를 100% 만회하고, 10월 31일 건설비상 제1호 열연비상을 성공리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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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혀 생산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철광석 소요량의 20%인 30만 톤은 국

포항제철은 애초 일본의 종합상사를 통한 위탁구매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가격 면

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포항제철은 일본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2편 포항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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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인도와 호주 등지에서 직접 원료를 구매하기로 방침을 정하

기로 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이후 원료 장기 구매계약은 포항제철의 안정조업과 원

였고, 겨우 공장을 착공한 상태인 포항제철이 해외에 알려져 있을 리도 없었다.

음 터진 1차 석유파동의 위기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다.

고 박태준 사장이 직접 나섰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국제 신용도는 매우 낮은 상태

가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구매계약 성사 2년 뒤 포항 1기 설비를 막 가동할 즈

박태준 사장은 1971년 7월 28일 세계적인 제철원료 주산지인 호주로 출발했

다. 호주에 도착한 박태준 사장은 세계적인 철광석 및 원료탄 공급사인 해머슬리

4. 중후판공장·열연공장 준공과 종합 카운트다운

(Gollin), 클루사(Clutha) 등을 차례로 방문해 준비해 간 사진을 제시하며 원료 공급

를 가해 1971년 12월 22일 전체 공기를 1개월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이 현실

(Hamersley Iron Pty), 마운트 뉴먼(Mt. Newman), 벨람비(Bellambi Coal), 골린

포항제철은 열연비상을 통해 체득한 교훈과 저력을 살려 다른 설비 건설에도 박차

을 요청했다. 사진이라고 해봐야 공장 부지에 영어로 제선공장(Iron Making Plant),

화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사들이 단축한 공기에 맞춰 예정보다 일찍 설비를 공급해

제강공장(Steel Making Plant), 열연공장(Hot Strip Mill)이라고 큼직하게 쓴 표지

야 하며, 내자 공사비 지출을 앞당겨야 했다.

판을 세우고 그것을 찍은 것이었다.

포항제철은 우선 종합제철 건설계획에 뒤늦게 포함돼 상대적으로 다른 공장과 구

박태준 사장의 원료공급 요청에 호주 원료공급사들이 보인 반응은 냉담했다. 그들

별되고, 차관 공여처도 다른 중후판공장 준공을 서둘렀다. 1972년 7월 4일, 포항 1기

더라도 공기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되는 것이 보통인데, 포항제철의 주장만 믿고

공장 시험 조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7월 31일 첫 제품을 출하했다. 호남정유 여수공장

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제철소 건설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뿐 아니라 성공하

설비 가운데 생산공장으로는 최초로 중후판공장을 1개월 앞당겨 준공했다. 중후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원료를 생산했다가 적기에 판매하지 못하면 막대한 손실을

유류저장탱크 제작용으로 출하된 중후판 62톤은 이날 오전 8시 30분, 박태준 사장

보게 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환송 속에 20톤 트럭 3대에 실려 수요처에 보내졌다. 이후 중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박태준 사장은 재차 해머슬리를 찾아가 마지막 담판을

후판공장은 제품 길이 22ｍ의 조선용 중후판과 오일탱크, 고압 보일러, 교량 및 댐 건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박태준 사장은 “포항제철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하는 국영기
업체이다. 만일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귀사가 응했다가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손해배상 각서를 쓰겠다”라는 대안까지 제시하
고 현지 대사관 직원들을 총동원해 파상적인 설득

공세를 취했다. 이렇게 집요하게 설득하자 마침내
해머슬리는 원료 공급을 약속했다.

박태준 사장은 이어 호주 석탄업계에 막강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라이언(E. J. Ryan) 벨람비

사장과도 접촉해 사우스불리(South Bulli) 탄을 수

입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포항제철은
일본에 비해 소량 구매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일본과 동일한 가격 및 조건으로 공급받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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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선공장 건설 위치를 알리는 입간판

열연코일에 휘호를 하는
박태준 사장
(197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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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용 강판 등을 연간 33만 6000톤 생산함으로써 400만 달러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
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포항제철은 한편으로는 설비공급사들을 설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JG와 정부를

이해시키며 다른 공장들의 공기 단축도 감행해 1972년 중반에 들어서면서 가시적
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포항 1기 핵심설비 가운데 하나인 열연공장을 예정공
기에서 29일 단축한 1972년 10월 3일 준공했다. 열연공장 준공으로 연간 63만 2000

톤의 슬래브를 처리해 열연코일 18만 3000톤, 박판 22만 톤, 대강 18만 톤 등 모두
58만 3000톤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포항 1기 건설사업은 종합진도

79.2%를 기록했다. 포항제철은 열연공장 준공에 앞서 시압연에 대비해 6월 20일부

터 세 차례에 걸쳐 슬래브 2868톤과 열연코일 1700톤을 수입했다. 열연공장은 8월

25일 가열로 화입, 9월 16일 시압연을 거쳐 10월 3일 준공됐으며, 10월 5일 첫 제품
을 출하했다.

첫 출선의 순간 만세를
부르는 박태준 사장과
임직원(1973. 6. 9,
오전 7시 30분)

열연공장 준공까지 순조롭게 이뤄지자, 포항제철은 1972년 12월 18일 제2차 공기

에 구매계약을 성사시킨 원료탄이 아잔타(Ajanta)호에 실려 3월 2일 포항항에 입항

앞당겼다. 이를 위해 12월 31일 본사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했다. 중후판공장, 열

화입을 42일 앞둔 4월 26일 현장을 시찰하던 박태준 사장은 송풍관 가대 보강 및

단축 계획을 통해 고로 화입일을 1973년 6월 8일, 전 설비 조업 개시일을 7월 1일로

했고, 4월 14일에는 철광석을 실은 월드뉴스(World News)호가 입항했다.

연공장이 이미 가동 중이어서 조업과 건설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공정에

드라이 피트 송수관 추가공사 등 크고 작은 공사 500여 항목이나 남았다는 사실을

시작했다. 종합 카운트다운은 국내 건설공사에 최초로 도입한 관리기법으로 1973년

사 지휘본부가 설치되고, 관련 직원들은 빨간 안전모를 착용하고 돌관작업을 개시했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총체적 공정관리 방법으로 ‘종합 카운트다운’을
4월 1일부터 6월 8일 고로 화입까지 68일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강편공장 시험조
업 개시 목표 공정인 6월 25일까지 이어졌다.
5. 감격의 첫 출선

발견하고, 5월 7일을 기해 ‘고로 잔공사 비상’을 선포했다. 고로 운전실에 즉각 잔공
다. 준공 직전까지 이어진 돌관작업 끝에 5월 15일에는 고로 고압 누설시험을 시작
해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5월 22일에는 고로 내부에 침목을 쌓고 화입 준비를 완료
했다.

1973년 6월 7일 본관 앞 광장에서 박태준 사장은 태양열로 원화를 채화해 원화로

1973년 들면서 각종 지원 공장과 설비 준공이 잇따랐다. 1월 급배수설비, 시험검정설

에 보존했다. 다음날인 8일 원화 봉송 주자 7명이 원화를 제선공장으로 봉송해 고로

처리설비, 코크스공장, 산소공장, 5월 소결공장, 석회소성공장, 철도설비, 가스중유설

전 7시 30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대형 고로에서 쇳물이 터져 나왔다. 고로 제2

비, 3월 항만하역설비, 증기설비, 수배전설비, 4월 공작정비공장, 구내수송설비, 원료
비, 발전송풍설비를 준공했다.

종합 준공이 다가오면서 6월 8일 고로 화입을 전제로 3월 3일 열풍로 건조, 4월 22

일 고로 건조에 들어갔다. 이즈음 박태준 사장이 1971년 호주를 직접 찾아가 담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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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입식을 갖고 오전 10시 30분 1고로에 화입했다. 그로부터 21시간 만인 6월 9일 오
주상을 가득 메우고 쇳물이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박태준 사장과 건설요원들
은 모두 감격의 만세를 불렀다.

첫 출선이 이뤄지면서 6월 8일 제선공장 준공을 알렸고, 15일에는 제강공장에서
2편 포항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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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1고로 전경

전로 취련이 이뤄졌다. 이어 19일 분괴공장과 강편공장을 준공함으로써 10개 공장
12개 설비 모두가 시험조업에 돌입했다. 포항 1기 103만 톤 설비 건설의 완료였다.

보통 롬멜하우스라고 부르는 저 앞에서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다만 김학렬 부총리, 박

5절 최초의 일관제철소 탄생

태준 사장과 함께 기공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 이곳에 이와 같은 초현대적인 제철소를

준공하게 된 데 대해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조강 연산

1. 종합 준공

포항제철은 1973년 7월 3일 오후 2시 박정희 대통령과 3부 요인, 국내외 귀빈과 회사
임직원 및 건설요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1기 설비 종합 준공식을 가졌다.
박태준 사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종합제철의 탄생은 정부의 강

력한 지원과 온 국민의 열의의 소산”이라고 말하고 “회사는 우리나
라 철강공업의 기틀이 되고, 중화학공업의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여
더욱 비약적인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할 것을 확신하며, 1973년 12월

260만 톤 규모로의 확장사업에 착수해 1976년 중 완공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에서 “3년 전인 1970년 봄에 여러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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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1기 종합 준공(1973. 7. 3)

[ 포항 1기 사업 개요 ]

• 건설 기간 : 1970. 4. 1~1973. 7. 3(39개월)
• 투자비 : 1204억 원(내자 493억 원,
외자 711억 원)

• 투입 인력 : 연인원 315만 4884명
• 건설 단가 : 287달러/톤

• 조강생산 능력 : 103만 톤

103만 톤의 종합제철공장을 완공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의 문턱을 넘어
서 훨씬 더 깊은 곳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포항종합제철은 우리나

라 중화학공업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근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천
명했다.

제선, 제강, 압연, 지원 설비 등 일관체제를 갖춘 총 22개 공장 및 설비로 구성된 포항 1기 사

업에는 내자 493억 원, 외자 711억 원(1억 7800만 달러), 합계 1204억 원이 투입됐다. 일본과
오스트리아의 6개사가 설비공급을 담당하고 국내 11개 건설회사가 시공을 맡았다. 39개월
에 이르는 포항 1기 설비 건설기간 중 연인원 315만 4884명이 공사에 투입됐고, 연인원 9만
9918명의 슈퍼바이저가 기술지도를 담당했다.

국민적 여망이었던 포항 1기 설비가 준공되면서 국민적 축하가 이어졌다. 서울 광화
2편 포항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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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네거리에는 ‘경축 포항종합제철 준공’이라고 쓴

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규격을 인정받아 1973년도 수출 실적이 21개국 2000만 달러에

기념 아치가 세워졌고, 포항제철소 현장은 산업시찰

달했다.

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또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전

매스컴도 일제히 준공 사실을 뉴스, 특집, 사설 등

2. 주물선공장 건설

찬 개막을 알리고, 한결같이 포항 1기 설비의 성공

예정에 없던 주물선공장 건설은 적자를 무릅쓰고 정부시책에 부응한 사업이었다.

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중화학공업시대의 힘
적 준공을 축하하며 건설 역군들의 노고를 높이 평
가했다.

포항 1기 설비 준공이 갖는 의의는 국내에 없던

포항제철은 포항 1기 설비 건설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무렵 주물선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서울 광화문에 세워진 포항 1기 종합 준공 기념 아치(1973. 7)

일관제철소가 건설됐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
1기 설비 준공을 앞둔 1973년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통해 중화

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철강을 비롯
해 석유화학, 기계, 조선, 자동차, 전자 등을 6대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

정부는 1970년 6월 주물선, 특수강, 중기계, 조선 등 4대 핵심공장을 주축으로 한

중공업 종합육성시책을 마련하고, 8월에 주물선공장 실수요자로 강원산업을 내정했

다. 하지만 1971년 9월 강원산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에 난색을 표했다. 포

항제철은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계공업 발전에 필수적인 주
물선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사명감으로 1972년 2월 3일 정부로부터 실수요자로
지정받아 연산 15만 톤 규모의 주물선공장 건설을 담당하게 됐다.

주물선공장은 상당 기간 적자가 불가피한 만큼 회사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미치지

겠다는 것으로, 포항 1기 설비가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있었기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않게 하기 위해 독립채산제를 채택했다. 주요 설비로는 고로, 소결공장, 원료 수송 및

포항 1기 설비 건설을 필두로 포항제철이 지속적인 설비를 증설하며 국내 철강산업

하고, 내용적 330m 규모 고로를 설계했다. 당초 포항 1고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

있었다.

기타 부대설비 등이었다. 고로 생산능력은 연간 15만 톤, 하루 최대 600톤으로 계획
3

성장을 이끌고,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의 소재를 자동차, 조선, 전자, 건설 등 국내 수

토했으나 전용 고로로 결론이 났다. 소결공장은 연간 주물용선 15만 톤 생산에 필요

름이 됐다. 역으로 이를 통해 성장한 국내 수요산업은 철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

미쓰비시중공업이, 전기설비는 미쓰비시전기가, 계장설비는 야마다케허니웰이 공급

요산업에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비약적인 성장의 밑거
한 든든한 수요 기반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게 했다. 이 모든 과정을 예고하
는 신호탄이 바로 포항 1기 설비의 성공적인 준공이었다.

한 하루 최대 1130톤의 소결광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물선공장의 기계설비는
했으며, 축로는 시나가와연와가 담당했다.

1972년 12월 24일 착공한 주물선공장은 1차 석유파동과 장기간의 장마 등 난관에

포항 1기는 종합 준공 이후 조업 4개월 만에 정상조업도를 달성했고, 포항제철은

도 불구하고 예정 공기보다 70일 단축해 1974년 9월 30일 준공하고, 10월 1일 화입했

과를 올렸다. 포항제철은 조업 첫 해의 흑자 달성을 회사의 전통으로 정착시켜 창립

포항 1기 건설에서 체득한 노하우와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자체 기술진만으로 엔지

조업 1년을 맞은 1974년 7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242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성

이래 지속적으로 흑자경영을 이어갔다. 특히 조업 1년간의 주요 실적을 보면, 조강 기

준 102만 5000톤으로 공칭 능력 103만 2000톤의 99.4%를 달성했으며, 압연제품은

다. 포항제철은 주물선공장 건설에 외자 959만 5000달러, 내자 29억 원을 투입했다.
니어링과 조업 훈련을 실시했고, 전 기자재 3분의 1 이상을 국산으로 대체했다.

공칭 능력 83만 2000톤을 넘어선 86만 6000톤의 실적을 올렸다. 제품의 질도 국제

수준에 도달해 후판의 경우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를 비롯해 주요 국가의 권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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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준의 철강기업으로 도약,
포항 2기 사업

수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973년 12월부터 1975년 초반까지 우선 분괴·열연 및 관련 부대 설비의 조업기술 향상에 따른 조강 증
산분의 제품화를 가능하게 하며, 141만 톤의 2고로를 비롯해 제강설비 확장 등은 1974년 6~7월에 착
공한다.

•설비 간 균형을 최대한 도모해 최신 기술로 설계된 집약적이고도 대형화된 선강일관제철소를 지향한다.
•경제성장과 철강 수요 증대에 따라 계속적인 설비확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 종합배치계획, 운송시
설계획, 동력설비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제선설비는 2고로를 설치해 양폐 체제를 갖추고, 산소부하 송풍과 고압조업을 채택하며, 원료처리설비
를 증설하고, 코크스 화성공장·소결공장을 신설한다.

•제강설비는 전로 1기를 추가하며, 연속주조공장을 신설하고, 석회소성공장과 산소공장을 증설한다.

•압연설비는 1기에서 이미 확장이 고려된 분괴공장과 열연공장에 균열로를 증설하며, 냉연공장을 신설

1절 157만 톤 설비계획 수립
정부는 포항 1기 설비가 착공된 이듬해인 1971년 10월 7일 경제기획원, 상공부, 산업

해 냉연코일, 냉연박판, 아연도석판, 석도원판 등을 생산한다.

•최소 비용으로 가장 합리적인 생산방식과 효율적인 조업기술을 도입해 수익성을 높이며 최상의 품질을
유지함으로써 국내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국제수준에 도달함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방향에 따라 21개 설비로 이뤄진 포항 2기 설비 배치계획을 마련했다. 포항

은행, KIST 그리고 포항제철이 참여하는 ‘제2기 설비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2기 설비 배치계획은 이미 포항 1기 설비 건설 때 충분히 고려했으나, 일부 조정이 이뤄

으로 지정한 바 있었다. 위원회는 1972년 3월 16일 조강 연산 260만 톤 규모의 포항 2

이 이뤄졌다. 제선설비는 최대 이동 물량을 가진 원료부두와 고로 간 거리를 단축할 수

이에 앞서 같은 해 2월 3일 포항 2기 사업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최우선 사업

기 사업 기본계획을 작성해 정부의 검토를 거치고 IBRD와 JG로부터도 타당성을 인
정받았다. 1972년 8월에는 당초 1974년 8월로 예정했던 착공을 1973년 12월로 앞당
기는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역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포항 2기 설비 건설이 이처럼 신속하게 추진된 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추진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달성했고, 이에 따라 철

강재 수요도 급증했기 때문이었다. 1972년 연간 조강 수요는 252만 톤이었으나 1976년
에는 489만 톤, 1981년에는 135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포항제철은 포항 2기

졌다. 주물선공장 신설에 따라 2고로를 1고로에 최대한 가까이 배치하는 등 일부 조정

있도록 고려했고, 원료부두 후면에 원료야드·원료처리설비·고로를 3열 평행으로 배치
했다.

제강설비는 1기 설비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확장해 기존 설비와의 기능적 연결을 강

화했고, 특히 연속주조설비 규모가 당초 연산 60만 톤에서 70만 톤으로 늘어남에 따
라 2제강공장 예정지 일부를 점용하게 했다. 냉연설비는 열연코일 공급과 제품 출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열연공장에서 가까운 제품부두 동쪽에 배치했다.

코크스오븐가스(COG)와 고로가스(BFG)를 다량 사용하는 발전소는 고로용 송풍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설비 대형화를 추진해 철강재 생산단가를 낮추고 국제 경쟁력을

설치를 고려해 고로에 인접한 제선지구에 배치했다. 부하 변동이 작은 제강지구 소요

축하고자 했다.

스설비는 발전소 부근에 배치해 에너지 관리 효율을 높였다. 건설부가 마련한 신외항

강화하는 한편, 2개의 고로가 가동되는 양폐 체제를 갖춤으로써 안정조업 기반을 구
포항제철은 1973년 5월 JG로부터 사업계획의 근간이 되는 기본기술계획서(MER : Master

Engineering Report)의 중간보고서, 7월 25일에는 확정 MER를 접수했다. 이러한 과

정을 거쳐 확정된 포항 2기 설비계획의 기본방향은 대형화와 안정적 조업을 통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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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은 발전소 옆 부속 개폐소에서 공급해 각 공장 변전실을 관리할 수 있게 했고, 가
건설계획에 따라 당초 내항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하역설비는 외항 원료부두로 위치를
변경했다. 도로·급배수·가스 및 증기 설비는 장차 규모를 확장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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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차관 조달 및 설비 구매처 다변화
1. 난관에 봉착한 설비 구매

포항 1기 설비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포항 2기 설비 확장공사에 필요
한 자금 조달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1972년 4월 포항 2기 설비 건설

에 소요될 자금 3억 2570만 달러 가운데 외자 2억 1930만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차
관 제공처로 일본, 서독, 오스트리아, IBRD 등으로 정하고 예비교섭에 나섰다. 교섭
결과 IBRD로부터 5000만 달러, 서독으로부터 5000만 달러 등 1억 달러에 달하는

그즈음 일본에는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열의가 식어 버린 상태에서 석유파

동으로 일본경제도 타격을 받아 대한(對韓) 경제협력 거부 여론이 조성되고 있었

다. 12월 22일 제7차 한일각료회담이 도쿄에서 열렸지만, 결과는 특히 포항제철에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우리 정부가 요청한 종합제철 설비 확장 자금 1억 3500만 달
러 가운데 부대시설에 필요한 일본수출입은행 차관 4500만 달러는 공여하기로 했

으나, 일본 정부 차관은 유보함으로써 포항 2기 사업에 협력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
히 했다.

포항제철은 주된 차관 공여처로 여겼던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 어려워지자

외자 조달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포항제철은 이 가운데 차관 조건, 포항 1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했다. 게다가 소요 예산도 석유파동으로 인한 각종 자재

판단했다.

1억 670만 달러나 증가한 3억 26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확보된 외

기 설비와의 일관성 유지 면에서 일본의 재정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72년 9월 5일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일각료회담에서 포항제

철 설비 확장을 위해 1억 3500만 달러의 재정차관을 요청했다. 일본 측도 이에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단을 파견한 뒤 검토하겠다
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12월에는 일본 야마가타 에이지(山形榮治) 통산성 중공업

의 국제가격 상승과 일부 설비계획 조정으로 당초 예상한 2억 1930만 달러보다 무려
자는 대일청구권자금 4000만 달러, 오스트리아 차관 2600만 달러, 일본수출입은행
차관 4500만 달러에 불과했고, 나머지 2억 1500만 달러는 아직 도입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이 방한했다.

2. 설비공급사 경쟁 유도하는 기지 발휘

문해 세부 사항을 협의했다. 6월에는 태완선 부총리, 김종필 국무총리가 각각 다나

은 유럽과 미국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노중열 외국계약부장과

1973년 5월 황병태 경제기획원 운영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협의단이 일본을 방

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를 방문해 협력을 요청했다. 그 결과 8월 들어 경제기획
원은 소요 외자 1억 3500만 달러 중 일본수출입은행 차관 4500만 달러에 대해 합의

를 받아냈고, 나머지 9000만 달러는 9월에 열릴 제7차 한일각료회담에서 연리 3.5%

제7차 한일각료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포항제철 차관 공여를 거부하자 박태준 사장
함께 지체 없이 서독으로 날아갔다. 성동격서라는 말이 어울릴 법한 기지였으며, 그
바탕에는 포항 1기 사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었다.

포항제철은 유럽과 미국 등 새로운 외자 도입처 물색에 나서, 서독 오토(Otto), 오

의 해외협력기금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스트리아 푀스트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한편, 설비 도입처를 유럽

하지만 1973년 8월 이른바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자 차관 제공에 호의적이던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본 설비 제작·공급사들은 대형 프로젝트인 포항 2기

차관 협상은 무난할 것으로 보였다.

일본이 입장을 급선회해 9월 초에 열기로 했던 한일각료회담마저 연기하는 등 한일

경제협력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김종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뒤 11월 들어
한일경제협력을 위한 실무급 접촉이 재개되면서 한일관계는 다소 호전돼 양국은 12
월에 각료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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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국에 국한한다는 정보를 일본 측에 흘렸다. 일본 정부는 포항 2기 사업에 협조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이었다. 실제로 포항제철이 유럽

과 차관 교섭을 활발하게 진행하자,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포항제철
에 참여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이어서 일본 제작·공급사들이 다투어 포항 2기 사업
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포항제철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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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1월부터 포항제철은 유리한 고지에서 유

금액은 3620만 7000달러로 미국 수출입은행(EXIM) 제공 차관과 EXIM 보증 차관

교섭을 진행해 나갔다. 그 결과 포항 1기 설비와 기

관은 EXIM을 통해야 했으며, 한도액은 각국 사정에 맞게 EXIM과 수입 당사국 정

럽과 미국, 일본 설비공급사들을 경쟁시키며 차관

그리고 상업차관으로 각각 3분의 1씩 할당해 추진했다. 문제는 미국의 수출 관계 차

술적 관련성이 많은 제선, 제강, 열연, 분괴, 동력계

부가 합의하게 돼 있는 점이었다. 포항제철은 정부에 미국 정부와 EXIM과의 교섭을

통, 원료처리, 항만하역, 철도 및 구내수송 설비 등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실무진을 미국에 파견해 상업차관을 맡을 은행을 물

은 일본 상업차관 자금으로 구입해 설비 안정성과

일관성을 도모했다. 또 소결·석회소성·연속주조 설
비는 푀스트로부터, 코크스·화성 설비는 오토로
부터 들여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냉연설비는 푀스

색했다.
오스트리아 푀스트와 포항 1냉연 설비공급계약 체결(1974. 5. 3)

트, 지멘스, 미국 윈유나이티드(Wean United)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들

여오기로 결정하는 등 7월까지 모든 설비의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포항 2기 설비
구매에는 대일청구권 유상자금 4225만 달러가 사용됐다.

포항 2기 설비 구매에서도 포항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곤욕을

치렀다. 포항제철은 1973년 11월 국제입찰을 통해 푀스트를 연속주조 설비 공급자로
결정했다. 그런데 국제 설비 브로커인 샤울 아이젠버그가 입찰에 실패한 기업을 앞

그런데 1974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이 일어나 국내 정세가 불안해지

자 낙관적이었던 차관 교섭이 난항을 겪게 됐다. 차관 교섭 실무진은 체이스 맨해
튼을 비롯해 뉴욕의 유수 은행 및 금융기관을 열 군데 이상 돌아다닌 끝에 어렵게

씨티은행의 협조를 받아낼 수 있었다. 이로써 EXIM 차관 1206만 9000달러 외에

EXIM 보증 차관은 민간 중장기 금융기관(PEFCO)으로부터 1206만 9000달러, 무

보증 상업차관은 씨티은행 해외 계열사인 APCO를 통해 1206만 9000달러를 조달
했다.

세워 설비 구매에 흑막이 있다며 포항제철을 모함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때 박태준

3절 조업과 병행한 건설공사

국 무고로 밝혀졌다.

1. 종합 착공

나 정치권력의 개입은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로 정부조차 경영자를 믿어 주

설비 건설공사에 돌입했다. 당초 포항 2기는 포항 1기 조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뒤 일

사장을 비롯 주요 임직원이 약 4개월에 걸쳐 조사를 받고 가택수색까지 당했지만 결
사실이 밝혀지자 박태준 사장은 고귀한 민족자산을 건설하는 데 브로커의 농간이

지 않는 풍토에서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단호하게 대

처했다. 보고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관련 인사를 문책

했으며, 문제의 인물 샤울 아이젠버그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됐
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는 자국 기업의 한국 내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과

포항제철은 포항 1기 설비를 준공한 지 불과 5개월 만인 1973년 12월 1일 포항 2기

정 수준의 조업 경험을 토대로 1974년 말 착공해 1978년 초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철
강 수요의 증가 등 조기 건설 필요에 따라 기본공정계획을 수정해 착공을 앞당기고
준공 목표일도 1976년 6월 30일로 정했다.

포항 2기 사업은 총 21개 설비를 신·증설하는 것으로 포항 1기 설비 건설 경험을 토

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서울에 상무관을 주재시켰다.

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경영성과 제고, 설비 자동화, 공해 방지에 역점을 두고 최상

기로 하고, 1974년 5월 3일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차관 조달은 컨소시엄 일원인

던 연속주조공장과 냉연공장 신설이 포함됐다.

냉연설비는 푀스트, 지멘스, 윈유나이티드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공급받

윈유나이티드가 미국 업체여서 포항제철은 최초로 미국 차관을 도입하게 됐다.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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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획을 수립했다. 시설용량 면에서 포항 1기의 1.5배에 달하고, 1기 설비에는 없었
포항제철은 1973년 12월 1일 열연공장과 분괴공장을 시작으로 1974년 5월에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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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이에 2고로, 연속주조, 냉연, 코크스 등 주요 설비를 착공했으며, 1975년 1월에

찰부장 제도는 코크스공장과 소결공장 공사에 가장 먼저 적용했다. 이들 공장은 높

비의 모든 공사를 착공했다.

월까지도 기간 내 완공이 불투명했다. 이에 따라 부·차장급 간부사원들을 일일 공사

서 7월 사이에 철도, 급배수, 구내수송 등 부대 설비를 착공했다. 이로써 포항 2기 설

은 구조물이 많아 공사가 원활하게 진척되지 못해 종합 준공을 3개월 앞둔 1976년 3

포항 2기 설비 공사는 원료처리지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장부지가 이미 조

독찰부장으로 임명해 상황표에 따라 공사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해당 부서에 통

성돼 있었고, 포항 1기의 경험과 교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보했다.

추진됐다. 하지만 조업과 건설을 병행해야 하고, 기존 공장 및 설비에 연결해 시공해

포항제철은 종합 준공을 147일 남겨 놓은 1976년 1월 5일, 건설공사와 조업준비 마

야 하는 난점이 있었다. 일본, 미국, 오스트리아, 서독, 프랑스 등 5개국 10개사로부

무리 작업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미 포항 1기 준공 때 활용했던 종합 카운트

1기 건설 때 활용한 6개 검정용역회사를 통해 설비 성능 보장을 위한 검정을 강화

괴공장과 급배수설비가 예정대로 조기 준공돼 시험조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17개 설

터 다양한 설비가 도입됨에 따른 종합 관리의 어려움도 대두됐다. 포항제철은 포항

다운에 돌입했다. 카운트다운 직전인 1975년 말까지 공사 진행상황은 열연·산소·분

했다.

비공사 진도 역시 85%에 이른 상태였다.

포항제철은 카운트다운을 통해 공사 진척사항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어느 한

2. 공사독찰부장 제도 도입과 공기 30일 단축

부분에서라도 공기지연 가능성이 나타나면 즉시 철야 돌관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코크스공장·소결공장 설비도면과 기자재 공급이 늦어지는 등 외적 요인 때문이었

조를 시작해, 5월 31일 종합 준공함으로써 포항 2기는 당초 예정보다 공기를 30일 단

만전을 기했다. D-47일인 1976년 4월 17일 열풍로를 건조하고, 5월 16일에는 고로 건

순조롭게 진행되던 포항 2기 설비 건설 공정은 후반으로 가면서 지연되고 있었다.

축했다.

다. 반면 1975년 말부터 국제 철강경기는 서서히 회복될 전망을 보이는 상황에서 특

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포항제철은 경기회복의 이점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

1974년 말부터 공기를 면밀히 검토해 단축을 추진했다. 1975년 5월 고로 화입 예정

일을 당초 1976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앞당기는 공기 1개월 단축계획을 확정

4절 260만 톤 체제 구축

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21개 설비 상호간 공

1. 종합 준공

했다. 이를 위해 설비공급사와 협상을 벌여 이미 약정한 해외 발주 설비와 기자재 도
기를 다시 검토해 어느 한 설비도 공기에 차질을

포항제철은 1976년 5월 31일 2고로에 화입하고 포항 2기 설비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

빚지 않도록 조정함과 동시에 돌관공사 체제로 전
환했다.

[ 포항 2기 사업 개요 ]

는 주요 공사 주간 목표관리기법을 도입해 주간 점

• 투자비 : 2654억 원(내자 966억 원,

1976년 3월 초에는 1일 사장제 형식의 ‘공사독찰부

• 건설 단가 : 352달러/톤

• 건설 기간 : 1973. 12. 1~1976. 5. 31

준공을 6개월 앞둔 1975년 마무리 공사 때부터

(30개월)

외자 1688억 원)

검체제를 확립했고, 공사 진도가 다소 부진했던
장 제도’를 운영해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공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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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인력 : 연인원 321만 명

일면 조업, 일면 건설체제 돌입을 알리는 입간판

• 조강생산 능력 : 157만 톤(누계 260만 톤)

다. 이로써 포항 1기 103만 톤에 포항 2기 157만 톤을 더해 조
강 연산 260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포항 2기 설비 건설에는 내자 966억 원, 외자 1688억 원(3억

4800만 달러), 합계 2654억 원을 투입했다. 특히 소요 내자 966

억 원의 91%에 해당하는 879억 6700만 원은 포항제철이 포항

1기 조업을 통해 실현한 경영이익과 기타 유보자금으로 자체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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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설비 제작을 각각의 전문 메이커에 별도로 맡

기다 보니 선적기일 지연이 빈번히 발생했다. 게다가

설비의 복잡성, 개별 설비 기자재의 분산 입하, 동일
공정 설비의 3사 분할 공급에 따른 노하우의 차이,

공급업체 상호간 의견조정 필요성 등으로 건설에
어려움이 많았다.
포항 1냉연공장(1977. 2. 28 준공)

포항 2기 종합 준공
(1976. 5. 31)

포항 2기 설비 확장을 통해 1·2고로 양폐(兩肺) 체제를 이뤘고, 연속주조설비와 냉

간압연설비를 새로 도입했으며, 일부 기자재도 성공적으로 국산화했다. 특히 원가 절

1냉연공장은 1974년 9월 2일 착공돼 포항 2기 설

비 종합 준공 이듬해인 1977년 2월 28일 준공됐다.
공장 규모는 연면적 12만 2314m2(3만 7000평)으로

단일공장으로서는 국내 최대였다. 포항제철은 1냉연공장 준공으로 냉연코일, 냉연박

판, 아연도코일, 아연도박판, 석도원판, 골판 등의 제품을 연간 48만 5000톤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이를 통해 국내 냉연제품 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가전, 자동차
공업 등 국내 제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감에 기여하지만 기술적으로 난점이 많아 선진 철강사에서도 도입을 꺼리던 연속주
조설비를 성공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세계 철강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포항제철은 포항 2기 설비 준공으로 생산량과 생산성에서 국제 수준의 철강기업

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조강수요 55%를 충족함으로써 철강 자

급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됐고, 연 2억 2600만 달러의 수입 대체와 2억 4400만
달러의 수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국내 조강생산 능력도 400만 톤으로 늘어 북

한의 320만 톤을 앞질렀다. 이와 함께 연관산업 발전을 위한 소재 공급력을 크게 확
대해 기계, 조선, 자동차, 전자 등 중화학공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2. 1냉연공장 건설

포항제철은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의 성장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늘어나

는 냉연제품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포항 2기 설비 건설과 별도로 1냉연공장 건설도
추진했다.

1냉연공장은 설비공급사가 모두 미국과 유럽 등 원거리 국가 기업체였고, 이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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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경쟁력 우위 양산체제 구축,
포항 3기 사업

과 궤를 같이해 포항 3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1974년 3월에는 포항제철소의 최종
조강 연산 규모를 1000만 톤까지 확장한다는 전제로 1단계 550만 톤, 2단계 850만 톤

규모로 나눠 1981년 6월까지 완공한다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MEP 작성을 위해
JG에 기술용역 제공을 요청했다. 같은 해 9월에는 JG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고
1975년 5월 3일 정부 승인도 받았다.

하지만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적 불황이 이어지면서 사업계획 상당 부분을 보완

할 수밖에 없었다. 1976년 6월에는 550만 톤 규모로의 확장은 포항 3기 사업, 850만

톤 규모로의 확장은 포항 4기 사업으로 구분하는 수정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수정

1절 290만 톤 설비계획 수립
포항 1·2기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과를 거두면서 국

사업계획에 따라 기존 설비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반 입지조건과 최종 규모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 아래 포항 3기 설비계획을 확정했다.

• 최종 규모는 고로 4기 체제로 하며, 개수 시 고로 용적 확대는 고려하지 않되 고로의 출선비는
점차 악화될 원료 조건에 대비해 2.0t/d.m3으로 한다.

내 경제는 고도 성장을 거듭했고, 이에 따라 철강재 수요도 급증했다. 정부와 포항제

• 단계별 규모는 증가하는 수요에 부합되도록 한다.

International Iron & Steel Institute)도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세계 철강 수요가

• 에너지 절감, 인력 절감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설비의 자동화를 적극 추진한다.

철은 이에 대응해 추가 증설을 서둘렀다.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철강협회(IISI :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철강 부족 사태가 예견된
만큼 이에 대비한 포항 3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했다.

정부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추진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



• 신설 설비는 국제경쟁이 가능한 단위로 한다.

• 1·2기 설비군과 3기 설비군은 물자의 흐름상 가급적 상호 호환성이 있도록 한다.
• 공해 방지설비는 설비 건설 당시 기준에 합당하도록 한다.

• 제강 능력은 300톤 LD전로 2기를 설치하여 1기를 가동하는 체제로 한다.

전산화는 3고로, 3소결, 2제강, 2분괴, 1열연의 5개 공장과 에너지센터에 제어용 전

고,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학공업 정책을 선언했다. 정

산기를 도입하고, 이미 온라인용 전산기를 도입해 가동 중인 사무용 전산기와 연결

석유화학 등 6개 산업을 개발전략산업으로 삼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산업합리화위

최종 단계에 올 온라인 시스템(All On-line System)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으로 계

부는 1972년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철강, 기계, 자동차, 전자, 선박,
원회,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철강공업육성책에는 포항 3·4기 사업 구상이 포함돼 있었다.

하는 한편, 각 공장의 제어용 전산기와는 오프라인으로 운용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
획했다.

설비계획에 따른 제품계획은 기존 설비의 공급 능력과 시장여건을 고려해 △포항 2

주요 내용은 △포항종합제철을 기존 103만 톤에서 1976년까지 260만 톤, 1979년에

기 설비에서 생산되는 열연, 후판, 강편 증산 △구조용 합금강 및 고장력강 등 특수강

철소를 주축으로 기존 철강공업을 계열화 △철강공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판 생산 △철강 2차 제품 소재인 선재 생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기강판 생

는 700만 톤으로 확장 △제2종합제철을 국제 규모의 대단위 제철소로 건설 △양 제
등이었다.

포항제철은 국내외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 방침인 경제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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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본격 생산 △정부의 대형 조선소 건설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대급 광폭 후
산 등으로 설정했다.

제철소 최종 규모가 850만 톤으로 확정됨에 따라 포항 1·2기 사업 때 수립했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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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계획도 수정했다. 이 수정은 포항 4기 사업 이후의 부분적인 확장까지 염두에 두

제철은 포항 1·2기 설비의 건설과 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높

이에 따라 형산강과 냉천 유로를 변경했다. 형산강 유로를 송도 방향으로 400ｍ 변

전기강판공장 설비 도입 과정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의 설비공급사로 구성된 컨소

고 부지의 절대 면적을 늘리고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은 신뢰를 쌓아 외자 조달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경해 43만m2의 부지를 확보하고 3·4소결공장과 코크스공장을 배치했으며, 1후판공

시엄들로부터 각각 견적을 받았으나 가격 차이가 너무 컸다. 포항제철은 예산을 절감

주택단지 전면 국도를 옮겨 34만m2의 부지를 확보했다. 이로써 동일 종류의 제품공

작사만을 모아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 컨소시엄의 반발이 있었지

장 동쪽에 2후판공장을 배치하기 위해 냉천 유로를 6번 도로 우측으로 옮겼고, 인덕

장을 근거리에 둬 효율성을 높였다. 또 3기 사업 이후의 생산량과 물동량 증가에 대
비해 형산강에 교량을 하나 증설하고 경주와 포항 간 도로 폭을 확장했다. 원료 야드

를 추가 조성하고, 외항 건설 때 도로를 이설하고, 산소공장 후면 일부를 국도에 편입
시키는 등 설비 주변도 수정했다.

2절 설비 국산화 진전
포항 3기 사업 소요 자금은 외자 7억 6630만 달러, 내자 4억 8907만 달러, 합계 12억

5537만 달러 규모였다. 포항제철은 외부 조달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자

2570억 원 중 1070억 원은 자체 경영이익금과 기타 사내 유보자금으로 충당하고, 나
머지 1500억 원은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는 포항 1기 설비 건설 당시 열
연공장부터 건설해 조기 조업 기반을 마련하고, 포항 2기 건설 때는 포항 1기 설비의

정상 조업을 병행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적극 판매한 결실

이었다. 실제로 열연제품 판매 개시 이듬해인 1973년에 46억 원, 1974년에 355억 원

하기 위해 각 컨소시엄에 포함된 설비제작사 가운데 설비별로 가격이 저렴한 설비제
만, 결국 1977년 9월 30일 포항제철의 의지대로 독일의 슐레만지마그(Schloemann

Siemag), 미국의 애트너스탠더드(Aetna Standard)와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이 구성한 컨소시엄과 4365만 2000달러 상당으로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했
다. 이는 당초 컨소시엄들이 제시한 견적 금액의 절반 수준이었다.

포항 3기 사업에서는 정부의 설비 국산화 시책에 따라 전체 기자재 가액 4469억

원의 22.6%인 1008억 원 상당을 국산화했다. 이는 1기 설비 때의 94억 원(12.5%)에
비해 10배, 2기 설비 때의 250억 원(15.5%)에 비하면 4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공급

내용은 대우중공업 등 64개 업체와 천장기중기를 비롯한 8개 분야의 64건이었다.
특히 국산화 기종도 포항 1기 때는 소재류에 한정됐으나, 2기 때는 철구조물로까지,
3기 때는 단체기기로까지 확대했다. 국내 업체들의 제작기술이 부족하고 설계 능력
이 떨어져 일부는 품질 결함, 납기 지연, 애프터서비스 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국내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국산화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갔다.

의 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순이익 규모가 점차 확대됐다.

3절 건국 이후 최대 공사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했다. 투입자본이 크고 자본 회임기간(Gestation Period of

1. 종합 착공

하는 1070억 원을 자체 조달한 것은 큰 성과였다.

두로 공사를 시작했다. 1979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착공한 포항 3기 사업은 선재

이로써 포항제철은 창립 8년, 조업 후 불과 3년 만에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의

Capital)이 긴 철강업에서,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단기간에 내자의 41.6%에 달
외자는 전액 민간 상업차관으로 조달하되, 일본으로부터 3억 3600만 달러, 나머지

는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서독, 영국, 벨기에 등 6개국에서 조달했다. 이즈음 포항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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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은 1976년 8월 2일 포항 3기 설비 종합 착공식을 갖고 2제강공장 착공을 필

공장, 전기강판공장 등 2개의 신규 설비와 3고로, 2제강공장 등 18개 설비 신·증설이

포함됐다. 포항 1·2기 공사 물량을 합한 것보다 규모가 커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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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였다. 특히 설비 증설로 고장력, 저합금, 내후성 강재 및 전기강판 등 고급강재를

상당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모았다.

고, 동시에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원

해 2후판공장은 1976년 3월 2일 조기 착공했으며, 종합 착공식을 기점으로 가스중유설

가포르와 호주를 거쳐 필리핀에 머물고 있던 박태

포항제철은 즉각 사고 경위를 상공부에 보고하

생산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소재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를

료장기계약과 포항 4기 설비 차관 교섭을 위해 싱

종합 착공에 앞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했던 대형 광폭 판재류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

준 사장은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가 이토추상사 등

비는 9월 1일, 3고로는 9월 30일, 코크스화성공장은 10월 4일, 수배전설비는 11월 15일,

열연공장, 원료처리설비, 항만하역설비는 12월 1일 각각 착공했다. 이어 1977년 1월 1일
에는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설본부를 확대 개편했다.

정부도 포항제철의 설비 확장에 대비해 이미 1974년부터 신외항과 영천댐 건설 등

제강공장 용선유출 사고현장(1977. 4. 24)

설비공급사에 복구 인력과 자재를 요청하고 귀국
을 서둘렀다.

사고 다음날인 4월 25일에는 제강공장복구본

인프라 공사를 추진했다. 신외항 건설은 내항 외측에 10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

부를 설치하고 공작본부장의 지휘 아래 긴급 복구요원 55명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

사, 시공은 극동건설이 맡았다. 총 631억 원이 투입된 이 공사는 1974년 8월 12일 착공

진도 속속 내한해 복구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피해 규

는 원료부두(제1부두 2·3·4 안벽) 950ｍ를 신설하는 것으로, 설계는 도화기술개발공
해 1979년 12월 22일 준공했으며, 건설 종반기인 1978년 2월 18일 10만 DWT(Dead

Weight Tonnage : 중량톤)급 해당화호가 최초로 입항했다. 정부는 또 209억 4700만
원을 투입해 1974년 11월 13일 영천군 자양면 노항동에 총 저수량 9640만m 규모의
3

영천댐 건설에 착공해 1980년 1월 2일 준공함으로써 포항제철에 1일 22만m 용수를
3

공급할 수 있었다.

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JG의 일원인 일본강관을 비롯해 설비제작사의 기술

모, 고장 유무 등을 정밀 조사한 뒤 완전 복구에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
다. 만약 그들의 예측대로 복구에 3~4개월이 소요된다면 포항제철과 국내외 고객
사 모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포항제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 자명했다. 더

구나 포항 3기 설비 건설공사가 절정에 도달해 있어 포항제철은 창립 이후 최대 난
관에 봉착했다.

그러나 포항제철의 저력이 다시 발휘되기 시작했다. 4월 30일 귀국과 함께 사고 현

2. 제강공장 용선 유출사고 복구

장에 도착한 박태준 사장은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복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사고를 겪었다. 1제강공장 작업 과정에서 고로에서 운반해 온 용선을 래들에 담아 3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돌입했다.

포항 3기 공사가 한창이던 1977년 4월 24일, 포항제철은 창립 이래 최초이자 최대의
호 전로에 장입하는 도중 크레인 운전자의 래들 권상작업 부주의로 90톤에 달하는

지시했다. 제강공장 복구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7월 1일 완전 가동을 목표로
복구작업 일정 단축의 핵심은 소실된 케이블을 교체하는 작업이었다. 당시 정상

용선 가운데 44톤이 전로 밖으로 쏟아지며 공장 내부에 1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어

적으로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 하루에 포설할 수 있는 양은 3000~5000m였다. 그러

는 바람에 취련 중이던 1호 전로 속 용선 90톤까지 흘러내려 2차 화재가 발생해 공장

철야 강행군을 펼쳤다. 그 결과 하루에 최고 3만 7000m의 케이블을 포설하는 등

흘러내린 용선이 1호 전로의 랜스 승강기 케이블과 전로 구동용 케이블을 전소시키
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 화재로 제강공장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 70%와 총 142면의 운전조작실 계기장

치 가운데 21면이 완전 소실됐고, 81면이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등 1억 6000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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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복구팀은 최단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하기 위해 전원 삭발하는 투혼을 보이며

일일 평균 3만m에 달하는 케이블을 포설했다. 이러한 강행군 와중에도 포설작업
점검반을 편성해 포설 케이블을 이중삼중으로 점검하는 등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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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박태준 사장은 불량 시공만큼은 절대로

복구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문제는 생산 차질이었다. 포항제

철은 제품별·수요가별 생산 예상량과 재고량을 비교 점검해 주문제품 생산을 극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급기야

발주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1고로와 2고로가 교대로 출선하는 방

아보던 박태준 사장이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1977년 8월 1일에는 발전송풍설비 공사현장을 돌

화하고, 부족한 슬래브는 주문 조건에 가장 적합한 규격 및 치수로 수요 발생 즉시

불량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바로 80%가 진행된 구

식으로 출선량을 조정하고, 만들어진 용선은 밭고랑에 부어 냉선을 만드는 등 온갖

조물을 폭파하도록 지시했다. 8월 2일 폭파 현장을

방법을 동원했다. 후공정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재고 슬래브가 부족

해지면 이를 긴급 수입해 압연제품 생산 수준을 유지했다. 3호 전로의 가동을 앞둔 5
월 중순에는 압연제품 생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상조업반을 편성해 1일 3교대 작업
으로 운용하면서 최악의 조업조건을 극복해 나갔다.

발전송풍설비 불량 콘크리트 구조물 폭파(1977. 8. 2)

복구작업과 생산수준 유지를 병행하며 사투를 벌인 결과 5월 21일 3호 전로를 복

포항제철은 공사비 절감과 국내 철강재 부족

잡았던 7월 1일보다 33일을 단축했으며, 복구 시작 34일 만에 정상조업 단계에 돌입

의 조속한 타개를 위해 준공을 앞당기기로 하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6월 27일에는 1호 전로까지 복구를 끝냄으로써 모든 복구를

1977년 3월과 197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공기단

완료했다.

여한 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결연한 의지로 임했고, 박태준 사장을 비롯한 경영

진이 교대로 철야근무를 하면서 독려했기 때문이다. 또 임직원 부인들의 친목회인 새

지를 확인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4. 공기단축 위한 ‘건설 비상’ 선포

구한 데 이어, 5월 28일에는 2호 전로까지 복구를 완료했다. 당초 복구예정 목표일로

포항제철이 복구작업을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작업에 참

지켜본 모든 건설업자는 최고경영자의 단호한 의

축 계획을 수립해 1978년 11월 30일을 완공 목표
공기준수를 위한 비상선포 후 돌격 휘호로 임직원의 의식을 고취한 박태준 사장
(1978. 8. 13)

일로 잡았다. 그러나 착공 당시 이미 예견됐던 여

러 문제점들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속속 대두
됐다. 이는 공기 준수뿐만 아니라 공사 품질에까

살림부인회 회원들도 간식과 야식을 만들어 복구현장으로 나르며 복구요원들의 사

지 나쁜 영향을 미쳐 공정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포항제철로서는 1제강공장 사고가 분명 커다란 위기였으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1978년으로 접어들자 2분괴공장을 필두로 전반적인 공정 지연 현상이 처음 공식적

기를 북돋웠다.

없게 됐다.

에서 회사의 저력을 내외에 과시했고, 내부적으로는 어려울수록 혼연일체가 되는 정

으로 확인됐다. 포항제철은 즉각 돌관공사를 통해 지연된 공정을 만회했지만, 1978

고를 계기로 4월 24일을 안전의 날로 제정해, 매년 공장별로 여러 가지 안전행사를 실

사에 전반적인 공정 지연이 초래된 것은 무엇보다 공사 물량이 방대해 당시 국내 건

신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다. 매월 1일을 안전의 날로 운용하던 포항제철은 이 사
시하고 작업 중 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자주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3. 불량 시공 구조물 폭파

포항 3기 설비 공사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여서 공사 관리에 난점도 많았고, 일부 현
장에서는 공기에 쫓겨 품질을 소홀히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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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부터는 전 공정에 걸쳐 2~3개월 이상 공정 지연이 예상됐다. 포항 3기 설비 공
설업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존 포항 1·2기 설비와의 간섭 사
항이 많아 시공 여건도 좋지 않았고, 건설자재의 품귀 파동으로 자재 공급이 순조롭

지 않았던 점도 문제였다. 특히 중동 건설붐과 국내 아파트 건설붐에 따른 건설경기

호황으로 숙련 기능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기자재 국산화를 의욕적으
로 추진했지만 납품 지연으로 시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품질 미달에 따른 재시공마저
2편 포항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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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했다.

6. 전사 총력건설체제와 건설비상회의

장을 진두지휘하도록 하고 ‘건설 비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전사 총력건설체제를

력 부족 및 일부 국산화 설비 납기 지연과 하자로 인해 재시공 현장이 늘어나 11월

포항제철은 특단의 조치로 1978년 6월 12일 설비별로 공사담당 임원을 임명해 현

구축하고 공기 만회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17개 설비를 대상으로 종합 카운트다
운에 돌입했다. 설비별 잔여 공기로는 소결공장이 133일, 코크스공장이 140일, 원료

처리설비가 163일, 산소공장이 116일, 석회소성공장이 133일, 2제강공장과 2분괴공
장은 164일을 남겨 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1978년 9월 들어 설비공급사와 제작사 감독요원들은 또다시 국내 건설업체 시공능
준공은 불가능하다며 공기 연장을 건의했다. 하지만 박태준 사장은 9월 24일 공기

사수를 위해 전사 총력건설체제 돌입을 재차 선언하고, 공기 준수와 품질 관리를 위
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 시행했다.

우선 공기가 특별히 문제되고 있던 3고로, 2분괴, 석회소성 및 원료처리설비 등의

건설현장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특별감독제를 시행했다. 특별감독은 부소장

5. 추석휴가 반납 캠페인

포항 3기 설비 준공 예정일을 불과 2개월 남짓 앞둔 9월 17일은 추석이었다. 건설 현

장에 투입된 2만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 대부분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귀향 휴가

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모두가 추석휴가를 떠날 경우, 포항 3기 설비 공사를 예정
대로 준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포항제철은 궁여지책으로 추석 5일 전인 9월 12일부터 과장급 이상 모든 간부사원

이 새벽 5시에 출근해 각 통용문을 출입하는 2만여 건설 역군들에게 국가적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묘 미루기’ 및 ‘성묘 후 빨리 돌아오기’를 골자로 하는 추석휴가

급을 상황 책임자로 해 계획 및 지원부서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들로 편성했다. 이들
은 상황실을 근거지로 삼아 담당 구역별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했다. 9월 24일부터
시공업체들의 부실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회사의 정예 조업·정비 요원, 연관업체
요원 등 기능인력을 선발해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들
은 시공업체를 대신해 공기가 지연된 공정만 골라 직접 시공해 나갔다. 이들이 처리

한 공정은 3고로 열풍로설비 공사 등 총 1637건에 이르러 막바지 공기 만회에 크게
기여했다. 선발요원 투입 실적은 연인원 기준 2만 918명이었다.

총력건설체제의 절정은 박태준 사장이 주재한 66일간 건설비상회의였다. 추석 일

반납 캠페인을 전개했다.

주일 후인 1978년 9월 24일부터 박태준 사장은 매주 월·수·금요일 아침에 개최하던

향 버스를 제공하거나 왕복 차편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귀향 후 조기에 복귀시키

일 아침저녁으로 개최했다. 아침회의는 설비별 건설 담당임원들이 전일(前日) 현재

시공업체 근로자들의 귀성지와 귀성 인원, 복귀 소요 시일을 파악해 업체별로 귀

기 위해 독려반을 파견했다. 귀성을 포기하고 건설

임원회의를 건설비상회의로 전환하고, 막바지 공사 정밀관리를 위해 휴일 없이 매
공정별 진도와 다음날까지의 공사관리 목표를 보

고하고 부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원인을 중

현장에 남기로 한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건설 현장

점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강구했다. 저녁회의는 각

에 합동제단을 마련하고 성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공업체 현장 대표자를 전원 참석시켜 회사의 공

조치했으며, 특별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

사감독 요원들과 함께 공사진도, 인력동원 현황,

기 귀환자들을 위한 경품제도 실시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는 한편, 관련 업체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추석 당일에는 38%, 3일

및 건설요원들의 공기 사수를 위한 세부지침을 하

후에는 67%, 5일 후에는 100%가 출근하는 등 근
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마무리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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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휴가 반납 캠페인(1978. 9)

포항 3기 건설비상회의(1978. 9. 24~11. 28)

달했다.

공사 막바지에는 지연된 공기 만회를 위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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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투입을 늘리면서 건설현장에 발생한 막대한 양의 건설 폐자재를 해소하기 위해
1978년 10월 14일부터는 ‘정리정돈 별동대’라는 임시조직을 운영했다. 포항제철과 협
력회사 직원 등 총 164명으로 구성된 정리정돈 별동대는 10종 28대의 장비를 구비하

고, 11월 30일 해체될 때까지 하루 평균 830톤에 달하는 건설 폐자재와 쓰레기를 처

리했다. 그 양은 10톤 트럭 4000대분에 이르렀다. 이들은 각 건설 현장 자재를 정리정
돈해 줌으로써 건설업체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4절 550만 톤 체제 구축
포항제철은 포항 3기 설비 종합 준공식을 1978년 12월 8일 오후 3시 3고로 주상에서

개최했다. 건설 비상과 전사 총력건설체제 돌입 등 힘겨운 노력에 힘입어 포항제철은
포항 3기 설비를 예정보다 5개월 앞당겨 착공 28개월 만인 1978년 12월 8일 준공함
으로써 조강 연산 550만 톤 체제를 출범시켰다. 특히 1978년은 회사 창립 10주년이어
서 포항 3기 설비 준공은 더욱 의미가 깊었다.

포항 3기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1978. 12. 8)

대건설, 동아건설, 대림산업 등 포항 1·2기 공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국내 10개사
가 맡았다.

포항제철은 포항 3기 설비 준공으로 명실상부한 국제 경쟁력 우위의 양산 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날 예정보다 공기를 5개월이나 단축한 임직원과 참여 인력들의

를 확립했다. 건설과 조업의 병행, 경기불황 등 안팎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예정

급하며, 1986년까지 우리나라 철강 생산능력이 약 2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

500만 원에 달하는 조기 조업이익을 실현해 총 358억 9500만 원에 달하는 경영이익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하고, 정부가 포항제철을 제2제철 실수요자로 확정한 것을 언
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이듬해 일어난 10·26사태로 이날 준공식 참석이 마지막

포항제철 방문이 되고 말았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8년 11월 12일 포항제철소 건설
현장을 처음 방문한 이후 약 10년 동안 총 13회에 걸쳐 포항제철을 방문할 정도로 철
강산업 육성에 남다른 집념과 열정을 보였다.

포항 3기 설비는 3고로와 2제강공장을 주축으로 12개 단위

공장과 원료처리설비 등 11개 부대 설비로 이뤄졌으며, 회사

자체 기술진의 기본 기술설계에 따라 일본, 프랑스, 서독 등
7개국 설비 제작사 및 공급사가 참여했다. 투입된 예산은 내
자 2996억 원, 외자 3716억 원(7억 6602만 4000달러)로 모두
6712억 원이었고, 연인원 505만여 명이 투입됐다. 시공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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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3기 사업 개요 ]

• 건설 기간 : 1976. 8. 2~1978. 12. 8(28개월)
• 투자비 : 6712억 원(내자 2996억 원,
외자 3716억 원)

• 투입 인력 : 연인원 505만 명
• 건설 단가 : 469달러/톤

공기를 단축해 준공함으로써 156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건설비를 절감하고 202억
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또 포항 3기 설비 준공과 더불어 당시 전 세계 308개 제철소 가운데 단위 제철소

로는 29위로 올라섰다. 우리나라는 550만 톤급 제철소를 보유한 세계 11번째 국가가
됐으며, 여타 생산설비의 조강생산량을 포함한 총생산량이 715만 톤으로 늘어나 일
약 세계 17위로 뛰어올랐다.

포항제철은 공기 5개월 단축 등 포항 3기 사업의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설

공사 과정에서 빚어졌던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 1979년 2월 28일 <3기 건설공사의
반성과 향후 대책>을 발행해 향후의 건설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 조강생산 능력 : 290만 톤(누계 550만 톤)

2편 포항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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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철강자급시대의 개막,
포항 4기 사업

년 12월 15일로 계획했다가, 철강재 공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 준공일을 1981

년 6월 20일로 앞당겨 1977년 5월 27일 정부 승인을 받았다. 포항 4기 설비 건설은 기
술자립의 일환으로 설비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기로 하고, 포항 3기 설비가 착공

된 직후인 1976년 10월 중순부터 설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설비기술본부 요원들은
포항 1~3기 건설과 조업을 통해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로를 비롯한 총
24개 설비의 기본기술계획서(MEP)를 5개월 만에 완성했고, JG는 이 계획이 매우 양
호하다고 판정했다.

포항 4기 설비계획은 기존 설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제반 입지조건과 최종

1절 자력으로 수립한 300만 톤 설비계획

규모 및 제철기술의 발전 추세를 감안해 다음과 같이 수립했다.

• 4고로를 신설하며, 개수 시 용적의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부대 설비는 설비능력 상한을 기준으로 계획
한다.

포항제철은 1975년 5월 3일 850만 톤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포항 3기 사업계획을 작

• 원료탄 사정의 악화에 대비하여 성형탄 제조설비를 설치한다.

업으로, 850만 톤 확장은 포항 4기 사업으로 분리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포항 3기

• 연산 220만 톤 규모의 2연속주조공장을 신설한다.

성해 정부 승인을 받았다가, 1976년 사업계획을 수정해 550만 톤 확장은 포항 3기 사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포항 4기 사업을 준비해 나갔다.

포항 4기 사업은 연간 조강생산 능력을 550만 톤에서 850만 톤 규모로 확장하는

설비 증설이 골자였다. 일관제철소 능력을 확충해 양적으로는 국내 철강재 자급도

향상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질적으로는 설비의 신예화·합리화·대형화 및 기술
의 고도화 등을 이뤄 기간산업으로서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포항 4기 사업의 기본방향은 조강 연산 850만 톤 규모로 확장하고, 소요 투자비에

서 외자는 차관으로 조달하며 내자는 최대한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국내 수요 중 공

급 부족이 가장 심하게 예상되는 철강재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고급강 생산으로 공

• 2제강공장은 300톤 LD전로 1기를 추가해 2/3기 가동체제로 하며, 고급 강종은 1제강공장에서 생산하
도록 한다.

• 1분괴공장은 열연용 슬래브 생산 전용으로 하고, 경강선재용 블룸과 열연용 슬래브를 생산하는 2분괴
공장은 연산 280만 톤에서 350만 톤 규모로 증강한다.

• 열연코일은 두께 1.2~2.2mm, 폭 1880mm의 광폭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 조선용 고장력강 및 고급강은 전량 2후판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하며, 그중 20%는 조질템퍼링
(Quenching Tempering)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냉연공장의 기존 템퍼패스밀(Temper Pass Mill)은 석도원판과 냉연코일 및 박판을 주대상으로 하고,
후물은 신설 스킨패스밀(Skin Pass Mill)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 코크스오븐가스(COG), 고로가스(BFG), 전로가스(LDG) 등 부생 잉여가스를 활용하기 위해 15만KW
용량의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한다.

• 수배전설비 및 가스중유설비는 현장 무인화를 목표로 계획한다.

• 신설 보일러는 가스전소용으로 계획하고, BFG 전소 시의 안정 연료로 COG를 사용한다.

포항제철은 기존 설비와 4기 설비가 가능한 한 호환성을 갖도록 하고, 에너지 및 인

급 범위를 확대하며, 설비는 자원절약형을 채택하기로 했다. 건설공사로 인해 기존

력 절감과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설비의 자동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강 기준

로 하되, 제선지역의 일부 부족한 공장부지는 형산강 유로 변경과 해안 준설매립으

배출량의 급증에 대비해 공해방지 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설비의 정상조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며, 확장될 설비는 13개 공장과 11개 설비
로 확보하기로 했다.

포항제철은 1977년 4월 3일 완성한 포항 4기 설비계획서에서 종합 준공일을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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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간 91만 톤까지 고급강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설비 확장에 따른 오염물질
정부는 포항 4기 설비 건설과 포항철강공단의 지속적 성장에 대비해 항만시설을

확장하고 공업용수 공급능력을 확대했으며, 도로도 신설하거나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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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기별 정부사업 내역
구분

항만건설

공업용수

도시토목
철도
계

1기

2기

3기

4기

11,442

16,795

17,944

40,251

1,150

1,201

1,753

2,186

14,860

17,996

37,167

44,059

1,553

715

-

17,470

-

-

*출처 : 백덕현, <근대 한국 제철공업 성장사>(2007년), 435쪽.

스에서 도입할 분괴공장, 영국에서 도입할 산소공

(단위 : 백만 원)

장과 선재공장 등은 설비와 함께 착수금도 제공해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4기 설비의 대부분을 공

1,622

급할 일본과 독일의 경우에는 공급하는 총설비가
액의 15%를 착수금으로 지불해야만 계약이 발효

-

되는 조건이었다.
국내 최초의 정부무보증차관 조달로 기록된 씨티은행과의 차관계약(1978. 3. 2)

포항제철은 당초 착수금만큼은 내자로 조달해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1977년 정기국회가 관련 정

부 예산을 삭제함으로써 정부출자가 불가능해졌

2절 설비 국산화 논쟁 속 설비 구매

다. 결국 착수금도 차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와 같은 개

1. 국내 최초 무보증 차관 조달

에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었으나,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평가는 여전히 낮은 편이

1975년 이래 세계적인 호황에 힘입어 국제금리가 상대적으로 저금리 수준에서 안정
돼 있었지만, 이를 기회로 각국의 설비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포항제철이 포항 4기 설

비 건설에 착수할 즈음에는 국제금리가 다시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 경
제는 중동 건설특수 및 수출신장으로 1976년 9월 외환보유고 20억 달러를 돌파함으

로써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우리나라가 양호한 투자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유럽

발도상국이 차관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보증이 필수였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공업화
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대형 차관을 들여올 때는 흔히 이 방법을
사용했다. 포항제철 역시 이 방법을 활용하려 했지만, 1억 달러 규모인 착수금은 전체

도입 외자에 비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미 제동을 건 상황이라 정부
보증으로 차관을 조달할 수 없었다.

포항제철은 정부 보증 없이 차관을 조달하기로 결정하고 국제 금융기관들과 접촉

과 미국의 금융기관을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특히 포항제철의 성장 잠재력에

했다. 1978년 3월 2일 씨티은행 홍콩소재 계열은행인 APCO 외 16개 은행으로부터 1

포항 4기 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예상 투자비는 외자 6억 7000만 달러, 내자 3459억

업이 된 것이었다. 이는 단순히 포항제철이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신인도를 인정받

주목하고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원이었다. 외자는 포항 3기 사업 때와 같이 전액 차관으로, 내자의 57%인 1979억 원
은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특히 당시 세계 금리환경 등을 고려해 각국 금융기관이 제
시하는 변동금리의 중기성 차관보다 조건이 유리한 고정금리의 장기저리 차관을 확

억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 자사 신용만으로 차관 도입에 성공한 최초의 국내 기
았다는 것을 넘어, 이후 국내 기업들이 정부 보증 없이 차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개
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영국 ECGD, 프랑스 COFACE, 오스트리아 OKB, 독

2. 설비 국산화 논쟁

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었다.

당하기 위해 설비 건설 때마다 설비 국산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 결과 포항

일 HERMES 등 수출금융기구 또는 수출보험기구로부터 설비 구매에 필요한 외자
그러나 포항 4기 설비 공급건설계약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착수금 15%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오스트리아에서 도입할 소결공장과 연속주조공장,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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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은 1970년 4월 포항 1기 설비 착공 이래 자립경제 달성에 또 다른 일익을 담
1기 사업 때는 일반 강재, 소형 구조물, 부대 기중기 등 소재류에서 2기 사업 때는 철

골, 강관, 일반 기중기, 롤러 테이블, 대형 기중기 등 단체기기로까지 확대했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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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중 국산화 기기의 비중도 1기 12.5%, 2기 15.5%, 3기 22.6%로 높여 가며 국

고로, 전로, 연속주조, 압연 등 11개 주요 설비는 포항제철 건설본부가 직접 발주 시

그 과정에서 국내 업체의 기술 낙후, 납기 지연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

로써 국내의 기기 제작업체들이 보일러, 하역기, 기중기, 대차, 래들, 수처리설비, 변압

내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했다.

만, 포항 4기 설비 구매에서도 정부의 설비 국산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철강 분야

건설엔지니어링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전체 기자재 가액 35%에 해당하

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당초 무리한 것으로 여겨지던 국산화율 35.1%를 확정함으
기, 배전반, 철골 구조물, 기계 구조물 등의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포항제철은 국산화 논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설비 국산화가 빚을 수 있는 여러 가

는 기자재를 국산화하기로 했다. 포항제철은 이를 위해 해외 설비공급사와 계약 시

지 문제점을 감안해 이미 책정한 포항 4기 설비 국산화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세

방식을 문건에 삽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해외 설비공급사 대부분은 차관의 성격상

부 및 건설본부 요원 200여 명을 주축으로 자체 기술진의 책임 아래 포항 4기 설비

‘케이스II’ 조항, 즉 공급분 가운데 일부를 국내 업체에 하청을 주어 제작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의 삽입이 곤란하며, 국내 중공업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제철설비 국산화 논쟁’이 일어났다. 포항 3기 설비 건설공사가 막바지

차례의 건설을 통해 국내 어느 기업보다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설비기술본
건설공사를 품목별로 시공해 최대의 능률을 올린다는 원칙도 세웠다.

로 치닫고 있던 1978년 9월 대단위 기계공장을 창원에 건설하고 있던 현대양행이 제

3절 철저한 시공 준비와 순조로운 공사

비 전부를 일괄수주 방식인 턴키 베이스로 완전 국산화하겠다는 안을 당국에 제시

1. 종합 착공

항제철과 현대양행 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비화됐다.

톤 규모 포항 4기 설비 종합 착공식을 가졌다. 포항제철은 포항 3기 설비 건설공사에

계가 불분명하고, 제철설비 제작 경험과 기술이 전혀 없는 국내 업체에 위험을 무릅

족, 국산화 기자재의 납기 지연 및 품질불량 등 많은 곤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포항

철 플랜트의 국산화 추진 및 기계공업의 대외 신용도 제고를 명분으로 포항 4기 설
한 것이 논쟁의 발단이었다. 이 문제는 정부 관계 부처와 재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포
포항제철은 국산화 정책에 호응한다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사후 성능보장과 책임한

쓰고 모든 설비를 턴키 베이스로 건설하게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철

강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고로는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石川島播磨重工

포항제철은 1979년 2월 1일 내용적 3795m 의 4고로 착공과 함께 조강 연산 850만
3

서 공기 5개월 단축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납기 지연, 건설인력 부
4기 설비 건설공사에서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살려 건설관리 조직과 인원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해외 도입 설비를 적기에 차질 없

業), 제강설비는 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 압연설비는 미쓰비시중공업 등으로

이 공급받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전문업체가 분화돼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제철설비 제작 경험이 전혀 없는 나라

포항 4기 설비 건설공사는 종합 착공 9개월 전인

에서 고로에서 압연까지 모든 설비를 한 업체에서 일괄 수주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1978년 4월 28일 단일 공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

씬 중요한 제철산업에 큰 위험 부담을 안겨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연공장 착공으로 이미 시작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발상이었다. 현대양행의 제안에 따른다면 기계공업체 하나를 육성하려다 그보다 훨

이며 4기 설비 총건설물량의 30%를 차지하는 2열

결국 포항제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포항 4기 설비 가운데 제철공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산화율 60% 이상이 되는 원료처리설비를 비롯해 수배전, 급
배수, 철도, 증기, 항만하역 설비 등 6개 플랜트를 의무적으로 국산화하도록 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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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후판공장 확장공사, 6월 1일 선재강편공장 확
포항 4기 설비 종합 착공(1979. 2. 1)

장공사, 7월 1일 탈가스설비 건설공사에 착공했고,

1979년 1월 10일 4코크스공장 착공, 2월 1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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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을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확충함에 따라 새로운 건설기술을 습득할 필요성이

착공에 이어 3월 2일 4소결공장과 2연주공장을 착공했다.

증대했다.

주설비 외에 동력 설비군은 1979년 4월 2일 수배전설비 착공을 시작으로 6월 1일

포항 4기 설비 공사는 3기에 비해 순조롭게 진행됐다. 3기 설비 건설 때 일부 선행

급배수설비, 7월 2일 발전송풍·가스중유·증기 설비, 9월 1일 산소공장을 각각 착공했

다. 부대 설비군으로서 철도설비는 1979년 7월 1일, 항만하역설비는 10월 1일, 구내운

투자가 이뤄진 데다 과열됐던 국내외 건설경기가 완화됐고, 축적된 경험을 활용해

했다.

공기 단축 전통을 익히 경험한 설비공급사와 국내 제작업체, 시공업체들이 적극 협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일정을 단축하고 문제점을 미리 제거했기 때문이다. 포항제철의

송·시험검정·공작정비공장 설비는 포항 4기 설비 중 가장 늦은 1980년 2월 29일 착공

력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공사 종반에 많은 시공 물량이 동시에 집중됐던 3기 때와
는 달리 시공 물량을 월별로 평준화해 관리한 것도 순조로운 진행에 일조했다.

2. 관리조직 확대, 시공품질 관리 초점

포항제철은 종합 준공을 109일 앞둔 1980년 11월 1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카

포항제철은 포항 4기 설비 건설이 포항제철소의 최종 단계인 만큼 공정, 품질, 안전
면에서 모범적으로 건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포항 3기 설비 건설 과정에

운트다운 개시일 공사 진도는 계획 93.2%에 실적 94.9%를 나타내고 있었다. 카운트

공사관리 조직은 확장 단계별로 공정 진척과 여건에 따라 많은 변천이 있었으나,

에 공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마무리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는 한

다운과 관련해 건설본부는 자체적으로 특별 체제로 전환 운영했다. 특히 연휴 때문

서 발생한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편, 겨울에 대비해 시운전 계획 등을 매일 점검하기 위해 계획관리 항목별로 일정을

포항 4기 설비 건설에는 과거 경험을 토대로 종합 착공 1개월 전인 1978년 12월 29일

조정해 나갔다. 그 결과 포항 4기 설비 준공 일자를 당초 1981년 6월 20일에서 5월

건설본부 조직을 대폭 개편 확충했다. 포항 3기 설비 건설 때 기자재 반입 지연과 반

10일로 앞당겼고, 1980년 10월 4일에는 다섯 번째 공기단축을 추진해 예정보다 4개

입품 품질불량으로 공사가 지연됐던 점을 감안해 4기 설비 건설에서는 착공 전 단계

월 앞당긴 1981년 2월 18일 종합 준공했다. 규모 면에서 포항 3기 설비와 동일한, 유

에서 기자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진행 과정에서는 기자재 반입 상황을 철저
히 점검했다.

시공품질 확보는 설비 수명과 직결될 뿐 아니라 조업도 달성의 관건이 되고, 생산

능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다. 이 때문에 종래 공정관리를 우선시하던 정
책에서 시공품질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건설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시공품질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는 한편, 기능공 검정제

를 실시해 정밀한 시공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범현장을 설정 운영하고, 공정별
준공 검열제를 실시해 시공 결과를 면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포항 3기 설
비 건설 막바지에 정리정돈 별동대를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험을 고려해, 4기 설
비 건설은 초기부터 환경·안전 관리 분야에서도 치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포항 4기 설비 건설은 △부지가 협소해 기존 설비들과 간섭 사항이 많고 △설비 국

산화 폭이 확대돼 고온·고압·고속의 제철 설비에 필요한 정밀도 유지, 국산화 품목의
품질·성능 보장, 납기 준수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부각됐으며 △설비 자동화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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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사장이 주재한
포항 4기 마지막 건설회의
(198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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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래 최대의 단일 공사를 포항 3기 설비 건설보다 약 4개월 단축해 완공한 것이
었다.

3. 1고로 2대기 조업 개시

포항제철은 포항 4기 설비 건설기간 중 1고로 개수공사를 추진했다. 개수에 대비해
1976년 9월 개수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포항제철소 전체의 생산 밸런스를 맞추기 위

해 내용적은 초기 용량과 같은 1660m 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노의 장수명화, 가
3

동률 향상, 인원 절감 및 정비성 개선, 환경 개선, 조업 능력 향상 등에 중점을 뒀다.

1977년 8월 1일 고로개수추진반을 발족시켜 개수계획과 구입사양을 작성하고,

1978년 4월 15일 미쓰이물산과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5월 18일 4열풍

로 신축공사를 착공한 데 이어 1979년 3월 3일 기계공사, 4월 20일 축로공사, 5월 20

일 전기공사를 착공했다. 이후 공사는 급진전되어 당초 계획보다 21일이나 빠른 1979
년 9월 27일 재화입과 함께 송풍을 시작했으며, 9월 28일 출선과 함께 2대기 조업을

포항 4기 종합 준공
(1981. 2. 18)

같은 날 열린 종합 준공식에는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각료와 정주영 전

시작했다. 1고로는 1973년 6월 8일 화입 이후 6년 2개월의 1대기 조업기간 동안 누계

경련 회장을 비롯한 재계 및 경제계 인사, 이나야마 요시히로 일본 경단련 회장, 나가

개수를 위한 기술협력은 JG, 설비 공급은 미쓰이물산, 기기 제작은 이시카와지마

호주 CSR 사장, 카이저 2세 캐나다 카이저 회장 등 세계 17개국 경제계 인사, 각국 외

597만 톤의 용선을 생산했다.

하리마중공업이 담당했다. 국내 제작업체로는 연와 제작에 조선내화, 열풍로 제작에
대성중공업, 집진기 제작에 강원산업이 참여했다. 시공은 현대건설, 포항축로와 함
께 보수 협력업체인 남양전업, 한진기업, 삼풍공업, 동성상사, 한국단열이 맡았다.

4절 850만 톤 체제 구축
1. 종합 준공

포항제철은 1981년 2월 18일 오전 10시 4고로에 화입함으로써 조강 연산 850만 톤

노 시게오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 등 일본 재계인사, 앨버트 코아 미국 ICC 회장, 잭슨
교사절 등 500여 명의 귀빈과 회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박태준 사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유류파동, 자원 내셔널리즘, 불황 등으로 중첩된

악조건 속에서도 철강 자급도 향상을 위한 열화와 같은 집요한 도전을 지속해 오늘
최종 목표인 850만 톤 체제를 완성했다”라고 말하고, “대형 제철소를 실현한 지금 당
초의 국제적 불신이 회사에 대한 강력한 경쟁의식으로 반전됐을 뿐 아니라, 각국은
앞을 다투어 자국의 산업과 자원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어 더한층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계속 국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증대되는 국내 철강재 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이처럼 짧은 공사기간과 저렴한 건설 단가는 개발

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회사 창립 12년 10개월, 포항 1기 설비 착공 10년 10개월

도상국은 물론, 오랜 역사와 경험을 쌓아 온 선진 철강공업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했다.

제2제철의 건설을 추진할 계획인바, 실수요자로 선정된 포항제철의 임직원은 무에서

만에 4단계에 걸친 설비 건설공사를 마치고 세계 11위의 대단위 일관제철소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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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를 창조해 낸 것과 다름없는 1기 공사 때의 투철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의를 되살려 제2공장의 건설에 힘써 주기 바란다”라
고 당부했다.

포항 4기 설비 건설에는 내자 4354억 원, 외자 3996억 원(6억

6600만 달러), 합계 8350억 원을 투입했다. 총공사비 52%에 해
당하는 내자 중 670억 원은 정부 출자, 1541억 원은 차입, 2143

억 원은 자체 이익과 충당금으로 조달했다. 외자는 일본, 오스

2. 박태준 회장, 고준식 사장 취임

[ 포항 4기 사업 개요 ]

포항 4기 설비 종합 준공 직후인 1981년 2월 28일 정부가 정부

• 건설 기간 : 1979. 2. 1~1981. 2. 18(25개월)

투자기관관리법 시행령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시행령을

• 투자비 : 8350억 원(내자 4354억 원,
외자 3996억 원)

개정함에 따라 포항제철은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고, 국유

• 투입 인력 : 연인원 427만 8517명
• 건설 단가 : 460달러/톤

• 조강생산 능력 : 300만 톤(누계 850만 톤)

트리아, 서독, 프랑스, 영국 등으로부터 조달했다.

포항 4기 설비 공급은 일본, 오스트리아, 서독, 영국, 프랑스 5개국 외에 국내 업체

로 삼성중공업과 효성중공업이 참여했고, 시공은 기존 설비 건설에서 경험을 쌓은

롯데건설, 대림건설, 동아건설, 현대건설 등이 맡았다. 국산화 기기 및 기구 제작에는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66개 제작업체가 참여했고, 설비의 성능 보장을 위한 검정용역
은 포항 1기 사업 때부터 참여해 온 ENGICO 등 6개사가 담당했다.

850만 톤 규모의 포항제철소 전 설비를 건설하는 데는 내자 8809억 원과 외자 1조

111억 원(19억 5800만 달러), 합계 1조 8920억 원을 투입했다. 정부 사업비를 포함한

박태준 초대 회장

고준식 2대 사장

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받는 ‘정부출자기업체’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적용받던 규제들도
사라지게 됐다.

포항제철은 같은 날 제1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명실공히 상법의 적용을 받는

정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회장제를 도입했다. 정관 변경에 따라 신설된 대표이사 회

장에는 박태준 초대 사장, 2대 사장에는 고준식 수석부사장이 선임돼 1981년 3월 2
일 정식 취임했다.

고준식 사장은 대한중석 전무이사로 재임하다가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

회에 합류했으며, 1968년 4월 1일 포항제철 창립과 함께 전무이사에 선임된 뒤 1970
년 부사장, 1979년 수석부사장으로 재임해 왔다.

조강 톤당 건설 단가는 1기 287달러, 2기 352달러, 3기 469달러, 4기 460달러로 평균
건설 단가는 422달러였으며, 정부 사업비를 제외한 평균 건설 단가는 393달러였다.

포항 4기 설비 준공은 석유파동과 세계적 불황, 자원 내셔널리즘 등 악조건 속에서

도 철강 자급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850만 톤 체제를 완성했다

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로써 국내 전체 조강생산 능력은 1210만 톤으로 증가
했고, 철강 자급도는 조강 기준으로 89%에 달했다.

포항 4기 설비 종합 준공을 맞아 국내외 매스컴은 경이적인 성장을 거듭한 끝에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한 포항제철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국내 주요 신문
에는 포항 4기 설비 준공 기사와 함께 사설, 특집, 사장 인터뷰가 잇달아 게재됐으며,
방송에는 준공식 실황이 녹화 방영되는 한편, 건설역군들의 활약상과 제철소 현황
을 담은 특집이 제작 방영됐다. 해외 유수 언론들도 포항 4기 설비 종합 준공을 비중
있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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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선재류, 폭 6피트까지의 열연코일과 냉연코일 등을 목표로

5장

했다.

영일만 대역사의 완성,
포항 4기 2차 사업

포항 4기 2차 사업의 핵심은 2고로 개수 등 제철소 내 10개 공장, 원료처리설비 등

6개 설비의 확장으로 생산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원료 사용량 증가에 따
라 외항 원료탄 야드 부근에 새로운 원료 야드를 조성하는 한편, 연산 35만 톤의 2선
재공장과 코크스오븐 75문의 코크스공장 신설이 포함됐다.
설비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 조강 850만 톤의 생산 규모를 조업도 향상, 일부 설비 신설 및 보완에 의해 조강 910만 톤 규모로 확장

1절 생산 효율화에 초점 맞춘 설비계획 수립
포항제철은 연이은 석유파동의 여파 속에서 세계 철강업계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처
하고, 국내 철강재 부족에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고유가와 인플레이션의 압
박에서 벗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최신

기술의 적극적인 채택, 최소 투자에 의한 기존 설비의 신예화와 효율 극대화가 요구
됐다.

포항제철은 방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제2제철 건설에 앞서 시급하게 기존 제철소

한다.

• 고로, 전로 등의 주요 설비는 증설하지 않고, 2고로 내용적을 2254m3에서 2550m3로 확대하고 부대
설비를 증설한다.

• 소결공장의 생산성을 30T/m3/일로 향상시켜 펠릿 구입량을 최소화한다.

• 수요 증가와 구조용강 중심의 특수봉강류 예상 수요를 감안해 직경 5.5mm~40mm의 선재와 바 인 코
일(Bar in Coil) 연 44만 6000톤을 추가로 생산한다.

• 1연주공장에 빌레트 연주기 1기를 증설하고, 고급 강종은 1제강공장에서 생산한다.

• 1열연공장은 향후 전기강판용 열연코일을 증산하더라도 현 능력을 유지하도록 보완한다.

• 2열연공장에서 생산되는 광폭 열연코일로서 최대폭 6피트, 두께 3.2mm까지의 냉연코일을 연 20만
톤 생산하고 기존 냉간압연기는 박물전용으로 전환한다.

• 수입 원료는 전량 해송하고 국내 철광석은 해송 61%, 육송 39%, 석회석은 해송 47%, 육송 53%로 보
며, 제품 해송은 제품 총량의 55%로 본다.

를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978년부터 포항 4기 2차 사업을 추진했다. 설비는 에
너지 절감 및 공해 방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1980년 8월 정부 승
인을 받았다. 그러나 2차 석유파동으로 고로를 코

2절 최저 가격으로 설비 구매

5코크스공장 신설계획을 추가해 1980년 12월 31

세계 철강업은 1979년 후반부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으며 계속되는 석유파동으로

포항 4기 2차 사업은 1983년까지 조강 910만 톤

철강업 불황은 제철설비 제작사들의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포항제철은 이러한

크스만으로 가동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일 정부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았다.

선진국 산업구조가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돼 신규 제철소 건설은 거의 중단됐다.

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소요 외자는 차관으로

상황을 이용해 생산능력을 증강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설비를 일부 추가

조달하며 내자는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했다. 제
품구성은 현재 생산하지 않는 재질과 규격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되, 시장성 등을 감안해 1선재공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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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등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포항 4기 2차 설비 종합 착공(1981. 9. 1)

따라 포항 4기 2차 사업에 착수했다. 이러한 판단은 주효했다. 당시 불황에 처해 있던
세계 유수 설비제작사들을 수주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최저 가격으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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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매할 수 있었다.

코크스설비 공급사인 오토는 포항 4기 코크스설비와 동일한 규모의 포항 4기 2차

설비를 건설한다면 엔지니어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관련 설비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해 왔다. 오토가 제시한 가격은 회사 추정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
었지만, 불황에 처한 오토 입장을 간파하고 협상을 진행한 결과 1981년 1월 29일 의도
한 가격인 3906만 3000달러에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포항제철소 설비국산화 실적
구분

생산규모(만 톤)

총설비금액(억 원)

국산화금액(억 원)
국산화비율(%)

1기

2기

103

3기

157

752

290

1,614

94

4,469

250

12.5

1,008

15.5

22.6

4기

300

4,464

1,567

35.1

4기 2차
60

1,848
766

41.5

선재 및 강편 확장 설비는 당초 세계적인 압연설비 공급사인 모건(Morgan)이 개발

추진함에 따라 건설조직을 이원화했다. 포항 4기 설비 건설 때 가동했던 5개 시공

본의 스미토모중공업이 소프트웨어 공급을 기피했다. 포항제철의 기술능력이 향상될

도로 3개 부서를 신설했다. 사전 준비작업을 마친 뒤 1981년 9월 1일 조강 연산 규

한 기종을 도입하기로 설비계획을 수립했으나, 이 회사의 동남아 지역 면허권자인 일
경우 나타날 수도 있는 부메랑 효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일본 통산성과 철강연맹이 허
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포항제철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유럽으로 설비 도입선을

부서를 2개 부서로 축소해 건설을 전담하게 했고, 광양제철소 건설을 위해서는 별
모를 850만 톤에서 910만 톤으로 끌어올리는 포항 4기 2차 확장공사를 종합 착공
했다.

포항 4기 2차 사업은 설비 국산화에 더욱 공을 들였다. 이미 포항 4기 설비를 건설

전환하고, 독일 MDS와 오스트리아 푀스트알피네(Voest-alpine)를 상대로 지명경쟁

중이던 1978년 2월 37차 조직개편 때 설비계획본부 내에 국산화 전담부서인 국산화

5000달러에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한국검정과 검정용역계약을 체결해 제작 과정에서부터

입찰을 실시해 MDS를 공급사로 지정하고, 가격 협상을 통해 1982년 11월 15일 2314만
2고로 개수를 위해 1981년 1월 15일 2고로 제작사인 일본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

업으로부터 1차 견적을 접수했다. 하지만 견적가액이 98억 3100만 엔에 달했다. 포항제

철은 계속적인 사양조정 및 가격협상을 통해 8차에 걸쳐 견적을 접수한 결과 당초 견적

그룹을 별도로 신설해 도면 출도, 제작사양 작성, 발주제작 진도관리 등의 공정 종합
국산 기자재 품질확보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포항 1기 때 12.5%였던 설비 국산화율
이 포항 4기 때에는 35.1%로 높아졌으며, 포항 4기 2차 때는 41.5%에 이르렀다.

포항 4기 2차 사업은 2고로 개수공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2고로는 1976년 5월 31

가보다 30%나 저렴한 69억 6000만 엔으로 가격을 조정한 후 마루베니상사를 공급사로

일 화입된 이래 1983년 2월 28일 종풍 때까지 6년 9개월 동안 누계 출선량 960만

설비, 탈가스설비 등 외자구매 과정에서 그간의 경험을 활용해 세계 유수의 설비공급

포항제철은 1983년 3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된 2고로 개수작업에서 출선량

지정해, 1981년 9월 26일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원료처리설비, 가스중유
사들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설비를 구매할 수 있었다.

3절 광양과 이원화 체제로 건설공사 추진
1. 건설조직 이원화

5100톤을 기록하고 1대기 조업의 막을 내렸다.

증대를 위해 내용적을 2254m 에서 2550m 로 확대하고, 열풍로와 전동 송풍기 각 1
3

3

기를 증설했다. 고로 조업능력과 연·원료 장입효율을 높이기 위한 벨리스(Bell-less)
장입장치 채용,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 등의 각종 센서류 설치, 환경개선을 위

한 집진기 증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정압 발전기와 열풍로 배열회수설비 도입 등
대폭적인 설비 신예화가 이뤄졌다.

포항제철은 포항 4기 2차 설비 건설과 광양제철소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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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항만 증설

정부는 포항 4기 2차 사업과 관련 10만 톤급 접안시설의 하역능력 부족을 해소하고

원료 선박 초대형화 추세에 대응해 외항 1부두에 15만 톤급 선박 접안시설 340ｍ를

증설했다. 이 공사는 유일종합기술단이 작성한 설계를 바탕으로 극동건설이 1982년
7월 30일 착공해 1985년 3월 7일 준공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외곽시설로 방파제 2050ｍ와 방파호안 1222ｍ, 기타 호안

1692.4ｍ를 축조했다. 이를 위해 1131만 2760m 의 토사, 이암 등을 준설해 외항 정박
3

지 수면적이 152만m 로 확장되고, 최대 수심은 18ｍ로 한층 깊어졌다. 1973년부터
2

1984년까지 계속된 외항 건설에는 총 631억 222만 원이 투입됐다. 그리고 제품부두

11선좌 2403ｍ를 삼부토건 시공으로 1980년 4월 26일 착공해 1985년 12월 24일 준
공했으며, 호안 829ｍ, 동방파제 550ｍ, 동방파호안 1585ｍ, 동항 진입로 2800ｍ, 적

출항 260ｍ도 축조했다. 동항 건설 때 토사, 이암 등 103만 1593m 를 준설해 동항에
3

수면적 86만 4540m 의 정박지를 확보했다. 1977년부터 1985년까지 동항 건설에는
2

총 570억 5672만 원이 투입됐다.

포항 4기 2차 종합 준공
(1983. 5. 25)

및 장비 동원은 비교적 순조로워 연인원 114만 6095명과 장비 1만 6290대를 적기에
동원할 수 있었다. 설비 공급은 국내 업체를 비롯해 일본, 독일 등 3개국 15개사, 설
비 제작은 3개국 19개사, 시공은 신화건설 등 9개사가 담당했다.

포항 4기 2차 사업 준공을 계기로 포항제철소는 생산능력 증대는 물론 일부 노후

4절 910만 톤 체제 완성

설비를 최신예 설비로 개체하거나 보완하고 최신기술을 채택함으로써 투자 효율을

포항제철은 1983년 5월 25일 개수를 완료한 2고로 재화입을 기준으로 포항 4기 2차

후 1970년 포항 1기 사업을 시작한 이래 13년간 추진한 영일만 대역사는 성공적인 대

설비를 종합 준공했다. 1981년 9월 1일 5코크스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종합 착공된

포항 4기 2차 사업은 2고로 개수와 함께 원료처리설비, 2제강공장, 2분괴공장을 포
함한 5개 공장 설비를 확장하고 3개 부대 설비를 추가했다. 그 중
2고로 개수를 통해 내용적을 2254m 에서 2550m 로 확대했으
3

3

며, 벨리스 고로로는 첫 조업임에도 화입 16일 만인 6월 10일 정
상조업도를 달성했다.

포항 4기 2차 사업에는 내자 1721억 원, 외자 1131억 원(1억

6400만 달러), 합계 2852억 원이 투입됐으며, 내자 전액을 자체 조

달했다. 이 공사를 전후해 국내외 건설경기가 안정됨에 따라 인원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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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하고 고급강 생산 체제를 갖춰 대외 경쟁력을 높였다. 이로써 1968년 창립 이
단원을 맞았다.

[ 포항 4기 2차 사업 개요 ]

• 건설 기간 : 1981. 9. 1~1983. 5. 25(20개월)
• 투자비 : 2852억 원(내자 1721억 원,
외자 1131억 원)

• 투입 인력 : 연인원 114만 6095명
• 건설 단가 : 469달러/톤

• 조강생산 능력 : 60만 톤(누계 91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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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 합리화와 신예화

• 고급강 대량생산 체제에 대처하기 위해 1·2제강 탈가스, 1제강 래들퍼니스, 연주 전자교반장치 설치 추
진

• 연주비 향상으로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3·4연주기와 1·2빌릿 연주기 신설 추진

• 국내 석도강판 생산업체에 소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1냉연 No.2연속소둔설비 증설

• 기술 낙후 및 설비 노후화로 조업과 정비 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로, 제강, 연주,
열연, 냉연 등의 합리화 지속 추진

•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환경 집진기, 2코크스 압출분진집진장치, 2·3코크스 건식소화설비
설치 추진

포항제철소 설비 합리화·신예화 사업은 광양제철소 1기 사업과 추진 시기가 겹쳤

1절 생산력 증강을 위한 중장기 합리화 추진
1. 설비 합리화 기본 방침

포항제철은 1981년 2월 850만 톤 체제의 포항 4기 설비를 준공함으로써 포항제철소

를 단위 설비 규모, 신예도, 건설 단가, 생산성, 생산원가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

려놓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철강 수요가 늘어

기 때문에 설비 구매 방침도 유사했다. 즉 △국내 업체의 합동참여로 설비 국산화율
제고 △국내 업체 사전 선정으로 외국 선진기술 습득 여유 확보와 회사 보유기술 국

내 보급 확대 △회사의 엔지니어링·구매·건설 경험 활용을 통한 세계 유수의 기계제

작사 지명입찰로 성능과 품질 보장 △차관통화의 편중 방지로 환차손 상쇄와 극소
화 △연리 7% 이하의 저리차관 확보로 투자비 절감과 자금부담 경감 등의 방침에 따
라 포항제철소 합리화·신예화 설비를 적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했다.

나 생산력 증강과 제품 고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확장공사 중심의 포

2. 냉연공장 등 설비 합리화

하기 위해 1981년 10월 전사 종합검토회의를 거쳐 기존 설비 합리화 및 신예화 계획

공 이후부터 설비 합리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1985년에는 1월 3연주공장

항 4기 2차 공사와는 별도로 국내 철강재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
을 1982년 7월부터 포항제철소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추진했다.

포항제철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품질 향상, 부가가치 제고 방안 등 종

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A·B·C급으로 구분하

고 자금조달 능력을 고려해 합리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설비계획본부는
합리화 사업 내용과 범위를 확정했다.

• 열연제품 수급 및 제강·압연설비 균형을 고려해 2열연 증강과 신예화, 2후판 확장, 3선재 신설, 전기강
판 확장 추진

• 냉연제품의 수급 및 열연·냉연설비 균형을 고려해 2냉연공장 신설, 1냉연 2차 합리화 추진

•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2냉연 전기도금설비, 스테인리스 열연과 냉연, 도장강판, 고급 방향성 전기
강판설비, 2후판 가속냉각설비 설치 추진

142

포스코 50년 통사

포항제철은 1982년 10월 1제강 합리화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포항 4기 2차 설비 준

건설에 착수했으며, 2월 1열연 합리화 공사에 착수해 슬래브 처리 능력을 증강했다.
3월에는 2열연 증강공사에 착수했고, 2제강 복합취련, 2제강 2탈가스, 1제강 2탈가스
설비공사도 이어졌다.

특히 2냉연공장은 국내 자동차 및 가전제품용 강판의 대량 생산과 자급체제 구축

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1985년 7월 1일 착공해 1987년 2월 준공했으며, 2208

억 원을 투입해 연산 102만 톤 규모의 설비를 갖췄다. 2냉연공장은 1냉연공장에서 생
산할 수 없었던 초심가공용 강재와 고장력강, 극한 기후에도 견딜 수 있는 고내후성

강, 냉연 구조용강 등 12종의 고급 강종을 생산했다. 두께 0.4mm에서 2mm까지, 폭
330mm에서 1650mm까지의 제품을 연간 102만 톤 생산해 72만 톤은 냉연제품으
로 출하하고, 30만 톤은 전기도금공장을 거쳐 도금제품으로 출하했다. 2냉연의 산세
2편 포항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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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냉간압연설비는 현대중공업과 서독의 만네스만데마그(Mannesmann Demag)

연주공장 건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해, 마침

도금설비는 현대중공업과 이토추상사가 공급했으며, 시공은 대림산업이 맡았다.

후 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를 유례없이 신속하게

내 1984년 2월 25일 3연주공장 사업계획을 확정한

와 일본의 이토추상사, 연속소둔 및 복합전단설비는 삼성중공업과 이토추상사, 전기

추진해 1985년 1월 10일 착공하고 예정 공기를 11

1986년에는 소둔능력 증강을 위한 1냉연 No.2 CAL 공사, 3코크스 건식소화설비

개월 단축한 1986년 6월 30일 준공했다.

(CDQ : Coke Dry Quenching) 공사에 착수했으며, 1987년에는 1연주 합리화, 3선

3연주공장 건설 실기(失機)는 회사의 검토 관련

재 설비 건설, 2빌릿 연주기 신설, 4연주기, 2코크스 CDQ 등을 착공했다. 이어 1988
년에는 전기강판 연속코팅설비(CCL : Continuous Coating Line), 2코크스 ECS, 3·4

고로 미분탄취입설비(PCI : Pulverized Coal Injection), 2열연 신예화, 2후판공장 확
장, 아르곤 생산설비 증설, 3고로 개수, 전기강판공장 확장, 신주물선고로 건설에 착

책임자들이 정책판단 착오와 장기적 안목 부재로
인해 잘못된 정책을 건의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그

포항 3연주공장 준공(1986. 6. 30)

결과는 막대한 기회손실로 돌아왔다. 포항제철은

수했다. 특히 3고로 개수는 1988년 8월 8일 추진반을 발족시키고 총투자비 595억 원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 1986년 10월 <3연주공장 신설 타당

도를 달성했다. 또 2후판공장은 생산능력을 140만 톤에서 180만 톤으로 확장하기 위

정책을 수립할 때 회사의 장기적·지속적 발전이라는 최고경영층의 경영이념을 충분

을 들여 9월 27일 착공해 1989년 1월 23일 재화입했고, 15일 만인 2월 8일 정상조업
해 1218억 원을 들여 1988년 7월 9일 착공해 1989년 12월 1일 준공했다.
3. 3연주공장 건설 실기(失機)의 교훈

포항제철소 합리화·신예화와 관련해 특기할 만한 사항은 3연주공장 건설 추진 과정

에서 있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한 교훈이었다. 연속주조설비는 제철공정의 혁신 설

성 검토 관련 임직원 자술서>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회사
히 숙지하고 적기에 실행하려는 업무태세와 함께, 기술 수준의 변화와 신규 설비에

대한 장기적 변화 추세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관련 부서를 설득하려
는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로써 분괴공정보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실수율(實收率)도 높아 선진 제철소

2절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체제 구축

고 1976년 5월 1연주공장, 1981년 2월에는 2연주공장을 준공하는 등 연주비 향상에

1. 설비계획 확정과 사업부 신설

에서 앞다퉈 설치하는 설비였다. 포항제철도 연주공정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
노력을 기울였다.

1980년 12월 박태준 사장은 3연주공장 건설 타당성 검토를 지시했고, 설비계획본

부는 1981년 9월 3연주공장 신설안을 보고했다. 같은 해 2월 28일 개정된 정관에 따

라 취임한 박태준 회장은 보고를 받고, 경영정책부에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경영정

책부는 대토론과 검토 끝에 1982년 6월 7일 3연주공장 신설은 경제성이 없다는 결
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3연주공장 건설은 상당 기간 연기된 상태였다.

1983년 7월 1일 광양제철소의 <설비 시뮬레이션 용역결과> 보고 내용에 포항제철

소 연주비가 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박태준 회장은 다시 한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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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들어 국내 스테인리스강 수요는 연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수입도

급증해 1987년에는 42만 6000톤을 수입했다. 정부는 1982년 8월 19일 포항제철을
비롯해 한국중공업, 삼미특수강 관계자를 불러 스테인리스 열연코일 국산화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스테인리스 강재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국산화 방안을 검토
했다. 이 와중에 한국중공업, 강원산업 등이 포항제철의 임가공을 포함하는 사업계
획서를 마련했으나 제조원가 증가, 스테인리스강 일관 생산공정 구축이라는 세계적
추세 역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상공부에서는 1984년 10월 포항제철에 별도로 스테인리스사업 검토를 요청했으
2편 포항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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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포항제철은 1985년 1월 단독 실수요자라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포항제철은 1985년 11월 22일 스테인리스사업추진반을 발족시키고, 1986년 1월 14
일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3월 21일 포항제철을 스테인리스강 국
산화 사업의 실수요자로 최종 확정했다.

포항제철은 1991년까지 연간 스테인리스 강재 38만 톤을 생산해 열연코일 25만 톤

과 선재용 블룸 5만 2000톤,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의 소재 5만 5000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스테인리스 제품계획을 세웠다. 국내 수요 조사와 수입 실적에 따라 강종별

구성비를 니켈계 68%, 크롬계 32%로 하고, 제품 최대 폭은 광폭화 추세와 향후 플
랜트 부문 수요에 대비해 2열연의 최대 압연가능 폭인 1500mm, 제품 두께는 열연
2.0~8.0mm, 냉연 0.3~3.0mm로 계획했다.

제강공장과 소둔산세공장은 1987년 3월 착공해 1989년 4월 준공하고, 냉연공장은

1988년 11월 착공해 1990년 7월 준공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생산성 추구, 원가절감,

품질향상, 공해방지 등을 위해 최신 설비와 기술을 도입해 제강, 열연, 냉연 일관생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 아래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정했다.

설비계획 확정 후 포항제철은 1986년 9월 8일 스테인리스사업부를 발족시키고,

1987년 3월 20일에는 서독 크루프, 오스트리아 푀스트알피네, 영국 데이비매키 등 3
사와 설비 공급계약도 체결했다.

• 제강설비는 생산성이 높은 전기로(EAF, Electric Arc Furnace : 최대 90톤/회), 정련로(AOD, Argon

Oxygen Decarbonization : 최대 100톤/회) 공정을 채택하고, 일관공정으로 다양한 강종에 대응하기
위해 VOD(Vacuum Oxygen Decarbonization) 공정에 대한 프로비전을 고려한다.

• 주 원료로는 페로크롬(Fe-Cr), 페로니켈(Fe-Ni) 및 일반 고철을 수입해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고철은 자
가 발생분과 일부 구입한 것을 사용한다.

• 제품 실수율 향상과 공정 단순화, 원가절감을 위한 전 연주 체제로 하며 슬래브 및 블룸 공용 연주기 1
기를 설치한다.

• 소둔설비로는 크롬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초기에 BAF 3기를 설치하고, 3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설비
준공(1989. 3. 31)

2. 일관생산 체제 구축

포항제철은 1987년 3월 28일 조강 연산 32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제강 설비와 25

만 톤 규모의 소둔산세 설비를 착공했다. 2년간의 공사 끝에 1989년 3월 31일 예정 공
기를 1개월 단축해 스테인리스강 일관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이로써 수요가 급증하
고 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수요업체의 소재 구득난 해소는
물론 대일 무역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

이날 준공된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설비 건설에는 내자 1642억 원, 외자 367억 원,

합계 2009억 원이 투입됐다. 설비 공급은 삼성중공업, 한국중공업 그리고 크루프, 푀
스트알피네, 데이비매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맡았고, 시공은 동부건설이 담당
했다.

록 한다. 니켈계 제품의 소둔처리 및 산세를 위해 연속소둔산세설비를 설치한다.

• 품질 및 생산관리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 공정의 설비를 전산화하며 기존 전산시스템에 연결 운영
한다.

• 환경보전을 위해 공해방지 설비를 강화한다.

• 냉연공장은 연산 7만 6000톤 능력의 압연기 1기, 연속소둔설비 1기, 연산 6만 톤의 조질압연기 1기 등
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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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확장과 신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과 엔지니어링 기능을 강화했다.

7장

1975년에는 상파울루,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에 해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경영관리 체제 구축

판매조직을 강화했다. 1977년에는 포항 3기 신설과 함께 ‘설비·건설관리의 질적 고도
화, 기술연구 체제의 확립과 제품의 고도화’를 경영목표로 삼고 제철소 산하에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기술연구소를 신설했으며, 조직규모 확대에 따라 ‘실-과’, ‘부-그룹/
과-계’의 체제로 편제를 변경했다. 이후 1980년 포항 4기를 준공하면서 ‘850만 톤 체

제의 조기 정착화’를 경영목표로 삼고 1만 5000명으로 증가한 직원 및 1980년대 노

사 이슈 증가에 대비해 노무관리 조직을 강화하는 등 본사의 전략 및 스태프 조직을
보강했다.

1절 조직 정비 및 기업체질 강화

서울사무소는 1973년 1월 개소 당시 본사 소재지였던 서울 명동의 YWCA회관에

뒀다가 1975년 12월 서울 중구 소공동의 KAL빌딩, 1987년 3월 서울 중구 을지로 금

1. 본사 기능 포항 이관과 유사기능 통폐합

포항제철은 1968년 창립 당시 본사를 서울 중구 명동의 유네스코회관에 뒀다가, 본

세기빌딩을 거쳐, 1995년 9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 두고 있다.

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서 그해 6월 YWCA회관으로 옮겼다. 1970년 4월 포항 1기

2. ZD운동과 자주관리활동 추진

는 등 조직을 확대했다. 포항 1기 설비 종합 준공을 6개월여 앞둔 1973년 1월에는 공

다. 자주관리활동은 회사 창립과 제철소 건설, 그리고 조업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변

설비 건설이 시작되면서 공사 진척 상황에 대응해 설비 단위별 건설조직을 편성하
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조업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해 본

사와 제철소 간 유사기능을 통폐합하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기획관

리 기능 확대, 원료 및 생산기술 조직 재편, 조업조직의 공장 단위 편성 등이 이뤄졌

포항제철은 포항 1기 조업이 본격화되면서 1973년 11월부터 자주관리활동을 추진했

화와 비약적인 성장 속에서 일부에 자리잡고 있던 상명하복식 경영방식을 일소하고,
하의상달식(Bottom-up)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자주관리활동의 방법론으로는 현장별로 분임조를 조직하고, 스스로 문제를 발견

고, 서울사무소에는 자금·구매·판매 기능을 부여

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ZD(Zero Defects)운동’을 도입

건설과 조업을 병행하기 위한 경영관리 체제가

문제점 도출 및 협의, 분임조 발표대회 및 우수제안 심사 등을 담당하고, 부·공장(과)

했다.

했다. 또 자주관리위원회 조직도 구성해 제철소 자주관리위원회는 추진방향 설정,

구축됨에 따라 포항 2기부터 4기에 이르기까지는

자주관리위원회는 현장 각 부서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설비 확장에 발맞춰 건설조직 및 엔지니어링 기능

자주관리위원회는 1979년까지 ZD운동 외에도 제안제도, 예비점검제도 등을 도입하

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고, 계층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주관리활동을 강화해 나갔다.

등 판매 조직도 보강해 나갔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1974년 9월 포항 2기 사업

을 추진하며 건설 집행조직을 강화했고 포항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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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1월 1일에는 자주관리의 날을 선포하고, 이튿날인 2일 자주관리촉진대

포항으로 이전한 본사 현판식(1973. 1. 4)

회를 개최했다. 또 <자주관리>를 창간해 분임조 활동상황을 소개하는 등 자주관
리활동을 단순히 현장 개선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기업체질 강화와 연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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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벌마크 제정 등 자주관리활동을 정착시키며

당을 실시하되, 소액주주에게는 4%의 추가 현금배당을 했다. 광양제철소 건설기간

성화하는 등 자주관리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내

주주에게 4%씩 추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1988년에는 전체 주주에게 12%의 현금

QC(Quality Control) 교육을 하고 제안제도를 활

중인 1986년에는 전체 주주에게 3%의 주식배당을 하고 한국산업은행에 3%, 소액

실을 다져 나갔다.

을 배당하고, 기업 합리화 적립금 190억 원 등을 포함해 제 적립금으로 활용했다.

이즈음 포항제철의 자주관리활동과 분임조 활

포항제철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법인세 등 자본의 사외 유출

동은 대외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으며, 1990

년대에는 품질분임조 및 제안활동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 금상을 수상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

하는 ‘품질경영 100선’에도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

을 방지해 기업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도 실시했다. 1977년 1월 실시한
춘계 전사 자주관리분임조 발표대회(1987. 6)

동을 전개해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했다. 포항제철의 자주관리활동은 이후에

도 경영혁신 활동의 근간이 되어 PI 추진, 6시그마 도입, POSTIM 활동 등으로 이어
졌다.

3. 자본금 확충과 자산재평가 실시

포항제철은 1968년 3월 20일 정부가 출연한 3억 원, 대한중석이 출연한 1억 원 등 4
억 원을 자본금으로 설립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듬해인 1969년 정부가 한국산업
은행을 통해 추가 출자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주주로 참여했다. 이어 1973년 서

울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4개 시중은행이 정부소유 주식 중 272만 2979

자산재평가는 차관 도입의 부대조건인 부채비율 300% 이하를 유지하고, 급격한 물
가상승에 따른 자본잠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포항 1기 설비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815억 원의 차액을 실현했다. 이어 자기자본비율 확대를 통해 견실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설비확장 자금 차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82년 1월 실시한 2차
자산재평가에서 포항 1~3기 및 2열연 설비 등을 대상으로 재평가해 1조 429억 원의

차액을 실현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에 정한 기업공개 시 특례 규정

에 따라 1989년 1월에 3차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2조 6949억 원의 재평가 차액을 실
현했다.

포항제철은 3차에 걸친 자산재평가로 총 3조 8193억 원의 재평가 차액을 실현하

고, 자기자본비율을 향상시켜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함으로써 저리의 설비자금
을 차입하는 등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했다.

주를 인수하고, 정부 출자를 대체하며 새로운 주주로 참여했다.

4. 정부출자기업으로 분류 및 정관 변경

성 유지를 중시해 왔다. 포항제철소 설비 확장 기간 동안 투자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무부가 3억 원, 대한중석이 1억 원을 불입해 정부의 직접 투자가 75%에 달하는 엄

포항제철은 설립 초기부터 관리회계와 부문별 재무관리제도를 도입해 재무 건전

정부 및 시중은행 등 주요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억제하고, 적립금을 사내에 유
보했다. 1977년 2월에는 적립금 가운데 355억 원을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무상

배당으로 자본 전입했다. 이어 1980년 2월과 1983년 2월에는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
평가 적립금 가운데 1051억 원을 무상주로 배당했다. 1982년까지는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모든 이익을 설비 확장 재원으로 사용했다.

포항제철소 건설이 마무리된 이후부터 배당을 실시했으며, 1983년과 1984년에는

소액주주에게만 5%의 배당을 실시했다. 1985년부터는 전체 주주에게 3%의 주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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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은 출범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를 취했지만, 최초 자본금 4억 원 가운데
연한 정부투자기관이었다. 하지만 1981년 2월 포항 4기 설비를 준공하고 조강 연산
850만 톤 체제를 가동할 즈음에는 지속적인 증자를 통해 정부의 순수 출자액 비중
은 32%로 낮아져 있었다. 총자본금 3480억 원 중 한국산업은행 출자를 제외한 정부
의 순수 출자액은 1114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1981년 2월 28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규정

하는 정부출자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적용받던 규제에
서 자유로워졌다. 같은 날 포항제철은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종전의 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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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적용을 받는 정관으로 변경했다.

신설회사였던 만큼 직급체계, 평가제도, 임금제도,

사회의 의장을 회장으로 했다. 둘째, 막대한 회사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무관리의 기본이념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근무제도 등을 모두 새로이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였다. 첫째, 회장제를 도입하고 주주총회와 이

자본과 자본금 총액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이사의 임기를 3년

채용제도

로써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관 변경에 따라

에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인력 부족으

에서 2년으로,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조정해 탄력적 경영체제를 구축함으

1981년 3월 2일, 종합제철공장건설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최고경영자로서

창립 13년 만에 조강 연산 850만 톤 규모의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성장시킨 박태준
사장이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2절 인사노무·교육 방향 설정
1. 인사관리·임금·근무제도 정립
인사노무관리 기본원칙

포항제철은 창립 당시부터 박태준 사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소수정예주의, 내부승진 원칙, 능력주의’ 등 세 가지의 인사관리 기본방침을 유지했

다. 제철소 조업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소요인력을 확보하고 훈련시키기에도 벅찬
여건이었지만, 기업경영에 있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인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경영여건상 불가피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인력을 일부 영입하기도 했

으나 대부분의 경우 내부승진 질서를 지킴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원들

포항제철은 창립과 함께 포항제철소를

건설하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대량 인원을 단기간

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특수 직종의 인력은 응

모 권유 활동에 나서는 한편 부서장 중심의 책임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험

확보제와 추천제를 실시하고, 건설공정 및 생산계

획에 의한 시차별 채용을 원칙으로 해 설비공사 또는 시운전 참여요원은 참여 3개월
전, 일반 기능 인력은 조업 1~2개월 전에 채용했다.

포항 3기 준공 이후에는 단기간에 대량 인원을 채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방지

하기 위해 철강 분야 기능교육을 이수한 포철공고 출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는 한편, 직종별 경력직 중심 채용을 무경력 수습사원 중심의 공개채용으로 전환하

기 시작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1973년 포항 1기 설비를 준공한 시점의 채용 인력
규모는 4300명 수준이었으며, 포항 2~4기 사업기간 동안에 매년 130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해 1만 4800명까지 인원이 확대됐다.

직급체계와 평가제도 직급체계는 1~8등급의 직급과 사원·공원으로 직급구조를 정립

한 이후 1971년에는 관리와 기능 특성에 따라 기간직과 기능직·사무직으로 조정했
다. 승진제도는 연공서열을 고려한 고시제와 능력에 의한 발탁제를 병행했다.

평가제도는 근무실적, 근무능력, 근무태도, 장래성 등 4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의 애사심과 사기진작을 유도했다. 모든 직원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하고, 승진

삼고, 1·2차에 걸쳐 평가를 실시했다. 1976년부터는 평가항목을 근무실적, 근무능력,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외감, 근로의식 저하 등을 미연에 방지했다.

년 각종 포상제도를 체계화했고, 1977년에는 ‘무재해목표 달성상’을 제정해 작업 현

과 급여 등 직원 처우를 결정할 때는 능력주의 인사방침을 지킴으로써 대규모 조직

포항제철은 또 현장조업 인원이 다수인 까닭에 창립 초기부터 노무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노무관리의 기본이념은 ‘노사 공존공영’, ‘인간존중 경영’, ‘생애직장 실

현’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해 직원들은 제철보국이라는 사명 아래 맡은 임

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회사는 직원들의 업적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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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등 3개 항목으로 축소하는 대신 항목별 세부 평가요소를 설정했다. 1974
장이 있는 제철소 부·과·공장이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경우 수여했으며, 1986년에는
‘제철기술상’을 제정해 직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했다.
노무·임금제도

근무제도는 제철소 건설 초기에 3조3교대 근무를 채택해, 직원들은

휴일근무수당 등을 통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고, 회사는 부족한 기능인력을 다
2편 포항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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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여유 있게 편성할 수 있었다. 이후 직원들의 기능이 향상되고 여가에 대한 욕구도

2. 복리후생제도 체계화

사협의회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가 의무화되자 1981년 1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을 위한 주택사업이었다. 대규모 공장건설을 위해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임직원들

점차 증대하면서, 1980년 9월부터 교대근무자 특별휴일 제도를 시행했다. 1980년 노

주택단지 조성 포항제철이 설립 초기에 가장 역점을 뒀던 복리후생제도는 주거 안정

을 제정하고, 노사 각 5인을 위원으로 하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했다. 또 노사협의회법

에게 주거 안정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복리후생이었다. 포항 1기 사업이 시

에 따라 1981년 설치한 고충처리위원회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작되기 전인 1968년부터 1970년까지 포항시 효자동과 인덕동에 대단위 주택단지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했다.

조성해 사택으로 활용하고, 동촌동에 독신자를 위한 생활관을 마련해 직원의 주거

임금제도는 1970년 6월 급여규정 제정을 통해 정립했고, 1971년 4월부터 전 직원

안정을 도모했다.

사원제를 도입하면서 공원과 사무원의 일급제를 폐지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책임임

포항 1기 사업이 본격화되고 직원 가족들이 점차 포항으로 이주함에 따라 1971년

금 사상을 기초로 연공급과 직무급을 도입함으로써 초기 임금 체계인 ‘기본급·직무

부터 1973년까지 사택과 임대주택을 추가 건립했다. 주택단지사업은 이후 1981년까

급제를 도입해, 능률급·지급률을 전 직원 30%로 통일하고 교대근무수당을 신설하

지원, 은행 융자금 알선 등을 통해 3215세대를 직원들에게 분양해 ‘내 집 마련’의 기

급·능률급’ 골격을 갖췄다. 이후 급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1982년 4월 전 직원 월

지 개인의 재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는 자가주택 형태로 발전돼, 무이자 장기대여금

는 한편, 능률급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회를 제공했다.

광양제철소는 배후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근에 대단위 주택단지를 조성할

기성제도 도입 포항제철은 1975년 9월 인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능인력이 스스

로 역량을 향상하는 기풍을 조성함으로써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 야와

만한 부지도 없어 제철소 부지 내 금호도를 기반으로 주변 바다와 금당도 일부 지역

야의 최고 기능보유자로 기술개발 능력이 뛰어나고, 생산성 향상에 구체적인 공로가

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듬해인 1993년까지 4차에 걸쳐 총 5131세대를 건립했다.

을 매립해 주택단지를 조성했다. 광양 1기 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81년부터 광양 4

타제철의 숙로(熟老) 제도를 벤치마킹한 기성(技聖) 제도를 도입했다. 기성은 해당 분

포항제철은 1980년대 후반 노후화된 포항지역 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늘

있으며, 설비관리와 고장처리 능력이 탁월한 근속 15년, 연령 45세 이상(기성보는 10

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신주택단지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면서

년, 40세 이상)의 직원 중에서 선발했다. 1995년까지 제선, 화성, 제강, 열연 등 총 9개

재건축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무주택 직원 간의 형평성 문제, 실물 지원을 지

분야에서 기성 5명, 기성보 16명 등 21명을 선발했다. 그러나 기성의 조직 내 역할이

양하는 후생제도의 변화 등을 반영해 직원용 주택

불명확하고 보임 후 사후관리가 미흡해짐에 따라

단지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했다. 이를 계기로 회사

1996년 이후에는 추가 보임을 하지 않았다.

주도의 주택사업은 종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981년에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

의한 주택자금 대부로 일원화해 운영했다.

한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직 제

도를 도입했다. 이후 전문직에 보임했음에도 불구

교육사업 시행

하고 관리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

시 설비의 성능 보장과 관련해 받은 보험 리베이트

문직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자 1993년 2월 전문직
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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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은 포항 1기 설비 도입 당

6000만 원의 활용 방안을 강구한 끝에 이주해 온
제1호 기성으로 선발된 연봉학 기성보가 박태준 회장, 고준식 사장과 함께한
기념 케이크 커팅(1984. 4. 1)

직원 주택단지 착공(1968. 9. 10)

직원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하기로 방침

을 정하고 1971년 1월 재단법인 제철장학회를 설립
2편 포항제철소 건설

155

했다. 같은 해 9월 효자제철유치원을 개원하면서 직원자녀 교육 및 장학지원 사업을

설비 종합 착공이 이뤄지면서 조업에 대비한 기술요원의 해외연수는 가속화됐다. 이

이후 설비 증설에 따라 직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1976년 11월에는 고등교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또 건설공사 수행과 조업 조직 구성에 맞춰 공사관리 교

개시했다.

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학교법인 제철학원을 설립했다. 지역 내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1979년 3월에는 종합건립계획을 확정하고 문

듬해 1971년 3월에는 기술요원 해외연수를 위한 기초 외국어 습득 및 현지 적응을
육과정과 관리감독자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포항제철은 포항 1기 설비 종합 준공을 앞둔 1973년 들어 교육훈련을 더욱 확대

교부 시설기준 이상의 현대적인 교육시설과 첨단교육 기자재를 완비해 나갔다. 당시

강화했다. 1973년 1월에는 제철연수원을 연수원으로 개칭해, 총무부 교육과를 흡수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우수 제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1978년 9월 공립 포항제철

합 준공과 함께 교육의 방향을 안정조업에 역점을 둔 기술교육과 정신교육에 집중했

공립학교의 학급당 정원이 60명 이상이었던 데에 비해 40명 이내로 하는 파격적인
공업고등학교를 인수해 사립화하고, 이어 1981년 2월 양학동 구 교사에서 지곡동 신
축 교사로 이전했다.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신축 교사는 전 학생을 수용하는 기숙사
와 최신 시설의 실습관, 체육관 등을 갖춰 당시 국내의 중등교육기관으로는 최대 규

통합하고 종합 교육훈련 기구로서 면모를 갖췄다. 특히 같은 해 7월 포항 1기 설비 종
다. 1974년 9월에는 사내 직업훈련원을 설치해 제선·제강·압연·천장기중기 부문의 제
철기능인 양성교육을 시작했다.

이후 설비 규모 확장에 따라 기술 자립이 요구되면서 1975년 직무훈련을 도입했으

모의 시설을 자랑했다.

며, 증가하는 정비물량과 예방정비에 대비해 1978년 정비교육과정을 신설했다. 또 선

3월 운영권을 인수했다. 이듬해 1981년 3월 포항제철고등학교를 개교하고, 지곡중학

국내 기능대학에 유학과정을 새로 운영했다.

1978년 3월에는 공립 지곡중학교를 개교했으며, 취학인구 급증에 대응해 1980년

교의 교명은 포항제철중학교로 변경해 지곡동 신축 교사에서 개교식을 가졌다. 1986

진 철강기술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 대학과

해외연수도 확대해 포항 1기 사업 때는 주된 연수 대상국이 일본이었으나, 기술 도

년에는 공립 지곡초등학교를 인수했으며, 이후 최신 시설을 갖춘 교사를 신축하고

입처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으로 연수 대상국을

1995년 4월 포항지역 주택단지의 이주에 따라 신주택단지에 포항제철유치원을 개원

제강, 연주, 압연, 에너지 등으로 확대했다. 1981년 포항 4기 준공 이후에는 종래의 조

1987년 3월 사립 포항제철동초등학교와 포항제철서초등학교로 분리 개교했다. 이후
하고, 1998년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를 개교했다.
3. 건설 및 조업 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

확대했다. 연수분야도 포항 4기 2차 설비 완공 무렵인 1980년대 초까지 제선, 화성,
업기술 습득 중심에서 기존 설비의 문제점 보완, 신제품 개발, 품질개선 및 전산화 등
으로 해외연수 방향을 전환했다.

포항 3기 설비 준공 시점인 1978년부터 1982년에는 우수한 기술 연구요원을 양성

포항제철은 1968년 4월 1일 창립과 함께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도

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근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산학과정 유학을

치해 기술인력을 자체 양성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69년 2월에는 총무부 교육과

우수한 기능직 사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기능대학은 물론 1984년에는

달시킨다’를 경영방침의 하나로 정하고, 교육훈련 전담조직으로 생산및훈련부를 설
를 신설해 기술요원 해외연수 준비교육과 사내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제
철연수원을 개원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제철사업을 위한 건설 및 조업 기술이 전무한 상태여서 외국의 선

진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대대적인 해외연수를 실시했다. 1970년 4월 1일 포항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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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했다. 유학 대상자도 기술 연구요원 중심에서 점차 사무계 사원까지 확대했다.
일본 산업기술 단기대학 유학과정을 신설했다.

연수원은 설비 확장에 따라 각 설비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대했다. 1969년 1월 본관 건물 준공으로 신입사원 및 해외연수

준비교육을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종합 준공 이후인 1974년 7월에는 조업기술 교육
2편 포항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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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제1 연수관을 신축했다. 이어 설비 규모 확대에 따라 1978년 11월 제2 연수

료탄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조업 초기부터 지속해 온 고가탄 위주의 사용 패턴도 변

소재 구 포철공고 건물을 연수원으로 활용했다.

였으며, 1987년 광양 1기 조업부터는 코크스를 대체할 수 있는 미분탄 취입량(PCI

관을 신축했으며, 포항 4기 설비 종합 준공 이후인 1983년 4월부터는 포항시 양학동

1985년 2월에는 연수원을 다시 제철연수원으로 개칭하고, 교무부와 교수부를 설

치해 교육계획 수립, 교육진행, 교수기능을 각각 분리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갖췄고, 같은 해 8월 효자주택단지 내에 제철연수원을 확대 건립했다.

1990년대 들면서는 노사안정과 조직활성화를 통해 포항제철의 기업이념을 체화시

키기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1991년 5월에는 노무부 교육과를 연수부로 확대 개편하
고 조직개발연수회 과정을 운영해 조직 응집력 제고를 도모했다. 1992년에는 포항제
철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체험학습 위주의 혼(魂)불교육을 실시했다.

3절 원료 수급 및 판매·물류
1. 안정적 원료 수급과 자원개발 모색

포항제철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기본원칙으로 포항 1기 조업을 앞두고 1972년 4월 일

화했다. 1986년부터 저가탄인 마운트솔리의 배합용 미점탄 사용비를 지속적으로 높

: Pulverized Coal Injection)을 늘리는 동시에 휘발분이 낮아 산소 취입에 유리한

PCI용 반무연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0년 4월 코크스공장과 소결
공장 건설이 생략된 광양 5고로가 가동됨에 따라 고가의 원거리 고유동탄인 미국산
을 대체할 중국탄과 호주탄 구매를 확대했다.

석회석을 비롯한 국내 광물은 포항 1기 설비 준공 이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광

산 개발이 미흡해 소요량의 일부를 수입에 의존했다. 이후 설비 확장에 따른 안정적
인 공급과 국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제철용 고품위 석회석 개발에 나섰다.
대한광업진흥공사와 합동으로 고품위 석회석 부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포항 1기
조업 때까지 5개 광산을 선정해 조사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영월 지역과 충청북도

제천 및 단양 지역에 있는 청림, 장자, 충일, 광진 등 4개 광산에서 나온 석회석을 철
도로 수송했다. 경상북도 울진의 평해 광산에서 나온 광물은 자체적으로 부두 접안
시설과 선적설비를 갖춰 선박으로 운송했다.

1983년 제강 합리화 공사 이후 조강생산 능력이 출선량을 초과함에 따라 철 스크

본과 동등한 가격조건으로 미국의 매시와 하맨탄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호

랩을 구매하기 시작해 1990년대 초에는 연간 약 100만 톤을 구매했다. 이후 철 스크

른 추가 소요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1974년 미국 동부지역 호우로 원료탄

해 2013년에는 270만 톤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5년 3월 미니밀 전기로 폐쇄에 따라

주의 4개 탄종을 포함해 총 6개 브랜드와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비 확장에 따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급원의 다변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1976년 호주의 최대
공급사인 유타(현 BHP)와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광양제철소 설비 증설이

랩 구매량이 1995년 연산 180만 톤 규모의 광양 미니밀 가동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
140만 톤으로 감소했다.

스테인리스의 주원료인 니켈은 광산 및 생산지가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고 런던금

본격화되면서 양 제철소의 안정적 조업에 대비해 1983년 중국의 카이루안, 1984년

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에 상장돼 있어 투기성이 강한 원료이다.

프리마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1996년을 기준으로 모두 7개국, 46개 브랜드로

로니켈의 주요 공급사인 프랑스 에라메트와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러시아의 야쿠츠키, 199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위트뱅크, 1996년 인도네시아 칼팀
구매처를 다변화했다.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은 후 포항제철은 해외자원 개발에 눈을 돌렸다. 1979년

미국의 타노마(1988년 매각) 광산, 1981년 호주의 마운트솔리 광산, 1982년 캐나다

의 그린힐스 광산 개발 참여는 안정적인 원료탄 공급원 확보를 위한 포석이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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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은 이에 대처해 1989년 3월 세계 3위의 생산사인 캐나다 팔콘브리지 및 페

2. 판매부 신설과 내수 판매

포항제철은 포항 1기 사업이 진행 중이던 1971년 9월 판매부를 신설해 영업활동을
개시하고, 종합 준공에 앞서 1972년 7월 후판공장 가동과 함께 처음으로 조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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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을 출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열연공장을 준공해 열연제품을 본격적으로 판
매하기 시작했다. 당시 판매는 내수 70%, 수출 30% 수준을 유지했으며, 수출도 종합
상사를 통하지 않고 판매부에서 직접 담당했다.

1975년부터는 직접 판매하기 어려운 중소형 고객사에 대한 열연제품의 유통 판매

1984년 미국 서부지역에 판매 자회사인 POSAM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1985년 홍

콩에 PUYA(1991년 POA로 사명 변경), 1988년 일본 관서지역에 PIO 등 현지 판매 자
회사를 설립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며 신규 수요를 창출해 나갔다.

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부산·대구 등 철강 대량 수요지역에 열연제품 판매대리점

4. 물류관리 본격화

작했다. 냉연제품 사업은 고객사들의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1976년 12월 설립한 자

항 1기 설비 착공에 따른 건설 기자재 수송부터 시작돼 포항 1기 조업을 개시하면서

을 설치했다. 냉연제품은 1977년 2월 포항제철소 1냉연공장을 준공하면서 판매를 시
회사 제철판매를 통한 위탁판매와 판매대리점 체제로 운영했다.

1차 석유파동으로 침체됐던 세계 철강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1978년 이후 그

포항제철의 주요 물류업무에는 제품 출하·구내 철도수송·제품 하역 등이 있으며, 포
부터 본격화됐다.

제품 출하는 1972년 7월 1후판 제품창고에서 조달청으로 가는 후판 20톤 출하가

동안 30% 수준으로 유지해 오던 수출 비율을 20%로 낮추는 대신 국내 공급을 80%

처음이었으며, 같은 해 10월 1열연 제품창고에서 열연코일 1만 6000톤을 출하했다.

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국내 철강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관련 산업의 수출경쟁력

다. 이후 1987년 11월 최초로 월 출하 100만 톤을 달성하는 등 설비 증설로 취급 물

로 늘려 국내 후방산업의 발전을 지원했다. 또 로컬 및 내수가격을 수입 도착가격보
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이 과정에서 1981년 3월 정부의 계열기업 정리 방침에 따

라 제철판매를 흡수 합병해 냉연판매부를 신설하는 한편, 대리점 중심의 판매방식

조업 초기 출하관리는 취급 물량이 적어 수작업이나 숙련 작업자의 기억에 의존했
량이 증가하자 출하계획 통합 시스템 등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

철도수송은 1973년 4월 전용철도 개통과 함께 국내 철광석 450톤을 적재한 화차

을 대형 실수요업체 확보를 통한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 방식으로 전환했다.

9량을 반입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포항 1기 설비 준공과 함께 기관차 11

로 철강교역은 한층 복잡해졌다. 특히 대미 수출 제한에 따른 제3국의 저가 수출로

다. 1978년 3고로 준공 이후에는 TLC(Torpedo Ladle Car) 도입 등 장비 현대화와

1980년대 중반 들어 선진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수입규제 강화, 국제통화 불안 등으

수출경쟁이 치열해지고, 철강 수요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수출 여건은 악화돼 갔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수출용 원자재 공급가격을 2차 제품 수출가격에 연동해 탄력

대, 100톤 OLC(Open Ladle Car) 등 특수화차 55량으로 구내 철도수송을 본격화했
설비 증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제품 하역은 1972년부터 1978년까지는 주로 제품부두에서 BTC(Bridge Type

적으로 운용했다. 내수 부문에서는 도심 재개발과 올림픽 관련 부대 시설에 대한 강

Crane)와 LLC(Level Luffing Crane)로 이뤄졌다.

재 공급의 확대 및 대형 프로젝트 강판 수요 촉진 등을 추진했다.

이때는 소재 수입 및 수출 제품의 하역이 운송물
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후 내수 판매량이 꾸

준히 증가하면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연안해송

3. 해외 판매제체 구축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하역 물동량 증가 및

1971년 9월 신설한 판매부는 내수 판매뿐만 아니라 수출도 담당했다. 이후 수출 대

선형 대형화에 따라 동항부두 건설을 추진해 1989

상국의 증가에 대응해 1977년 11월 수출 전담조직인 판매2부를 신설하고, 직수출 체

년 말 완공했다. 부두 하역장비는 시간당 1000톤

제에서 종합상사 활용 체제로 전환했다. 수출 대상국 수는 1972년 미국, 타이완 등 2
개국이었다가 1975년 21개국, 1980년 34개국으로 급증했다. 이어 1984년부터는 지역
별로 복수의 상사를 지정해 판매경쟁을 유도하며 수출시장 확대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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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내 전용철도 개통(1973. 4. 7)

미만의 재래식 소형 하역기에서 시간당 2000톤 이
상의 자동 대형 하역기로 전면 교체했다. 연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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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선박은 조업 초기 400~1000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서 1989년 박스타입 코일 전용

결과치와 재고정보를 마그네틱 테이프를 통해 회계로 연결하는 등 업무 전산화에 시

4월에는 제철학원을 통해 미쓰비시와 함께 제철 연·원료 운송을 담당할 대주상선을

정보통신 시스템은 1968년 10월 자석식 교환기 50회선을 설치한 것을 기점으로 시

선박을 도입한 이후 3000톤 이상의 대형 철강전용 선박으로 교체했다. 한편 1990년

동을 걸었다.

인수하고, 11월 거양해운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작됐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까지는 포항제철소의 설비 확장에 따라 전화, 호출

(Batch, 일 1회 일간 정보고정)형 업무처리를 온라인 실시간형으로 전환했고, 서울-

인 건설을 앞둔 1983년에는 광양에 전자식 교환기 2000회선을 국내 최초로 개통했

물류 정보화 부문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전면적인 전산화를 추진한 결과 배치

포항, 서울-광양 동시 정보처리가 가능해졌다.

기, 무전기, I-TV 등 주로 조업지원 통신설비 확충에 주력했다. 광양제철소의 본격적
다. 1988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포항, 광양, 서울, 도

쿄, 베이징 등 5개 지역을 동시에 연결했다. 이로써 경영층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직원
들의 업무지원 및 경비 절감에 기여했다.

4절 전산화 및 정보화 시동
포항제철이 창립될 무렵 우리나라의 전산화 수준은 일부 정부기관에서 컴퓨터를 도

5절 외주작업과 상생협력

기 차원의 컴퓨터를 도입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철강업은 대규모 설비와 일관된 공정

포항제철은 조업 초기부터 주 생산공정과 관련된 작업은 현장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자동제어 장치나 프로세스 컴퓨터가 필요했고, 공정계획, 작업지시, 품질관리 등 모

월 협력사업부 신설과 관련해 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그해 6월 조업 대비

입해 초보적 수준의 활용 단계에 있거나 몇몇 대기업이 사무처리를 위해 고급 계산
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생산관리를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였다. 설비를 가동하려면
든 부문에서 전산화가 이뤄져야 했다.

포항제철은 포항 1기 사업이 시작된 직후인 1970년 10월 전산요원을 채용해 본격

적인 전산화를 준비했다. 포항제철의 전산화 방향은 생산관리 영역뿐만 아니라 사무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사적인 차원이었다. 이

에 따라 신일본제철의 전산화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업라인 지원작업 등 단순 부대작업과 정비작업은 협력회사에 위임했다. 1971년 2
협력사업 유치계획을 확정했다. 그 결과 1972년 4월 1차로 하역운송작업은 한진·대

한통운·동방운수창고(현 동방)와, 제품포장작업은 재단법인 제철장학회와 협력작업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1975년부터는 포항제철 주관으로 협력회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경영·기술·노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이는 외주작업 수행회사
대표자 정례회의로 발전했다.

전산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1972년

포항제철은 1970년대 중반 출자사 및 협력사의 증가에 따라 제철소의 안정운영과

12월에는 전산화를 담당할 기계계산과를 신설하

가동률 향상, 원활한 판매 및 유통 등 철강 본업의 안정기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출

이어 1974년 5월에는 본관 1층에 FACOM 230-

조 및 유통, 제철엔지니어링, 정비지원, 화학 등 철강사업을 지원하는 출자사를 설립

고 컴퓨터도 도입했다.

자사 정책을 수립하고, 1976년에는 최초의 출자회사인 제철판매를 시작으로 철강제

25 기종의 컴퓨터를 설치해 회계 및 급여 계산 등
기본적인 업무를 처리했다. 1976년부터는 월 회계

결산 자료를 전산으로 집계했으며, 이어 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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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업안정을 기했다. 이후 설비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협력회사 수도 증가하면
사무자동화 전시회(1985. 1. 23~27)

서 관리체제 확립과 작업 품질의 고도화가 요구됨에 따라 DC 제어 전문 협력회사

를 선정하고, 한진기업 등 3개사로부터 작업의 일부를 흡수하는 한편 남양전기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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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를 전면 통합해 1982년 정비 전문 자회사인 제철정비를 설립했다. 1987년에는

20면으로 발간된 <쇳물>은 일관제철소 건설상황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

월에는 현장 직원들의 자주관리활동을 소개하고

과 조업실적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어 1980년 4

정치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협력회사들로 하여금 근무환경, 임금, 복리후생 등 제반

공유하기 위해 타블로이드판 4면의 <자주관리>를

원했다.

창간했다.

포항제철의 설비 증설과 함께 조업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협력회사도 경영관리 능

1972년 하반기부터 회사 소식을 신속히 전파

력 및 직원들의 기능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포항제철은 협력회사의 노사분규 등으
로 조업이 중단될 경우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협력회사 관리와

함께 협력작업 전문화를 통해 협력회사의 경영내실화를 지원하는 데 힘썼다. 그 사
이 협력작업 비율도 상승해 포항 1기 가동 직후인 1973년 28%에서 광양 4기 설비가

사보 <쇳물> 창간호(1971. 4)와 <자주관리> 창간호(1980. 4)

하고 직원들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

내뉴스, 음악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라디오 방송
을 시작했다. 이후 시각적으로 더 풍부한 정보를

준공된 1992년에는 42%로 높아졌다. 협력작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직접 관리에 따

제공할 수 있는 TV 방송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87년 4월 1일 포항 본사에서부터

력작업을 원가절감 대상에서 경쟁력의 원천으로, 협력회사와의 관계도 수직적 관계

대외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전개했다. 1972년 2월 사장실에 공보과를 설치해 본격

른 부담도 커져갔다. 이에 따라 기존 통제 위주의 현장밀착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협
에서 수평적 관계로, 관리의 패러다임도 통제에서 자율로 전환하고 상생을 모색해
나갔다.

6절 홍보 및 사회공헌활동
1. 회사 상징물 제정 및 사보 창간

포항제철은 다양한 기업문화 요소를 개발해 구성원 일체감 조성을 도모했다. 1968

PBN(POSCO Broadcasting Network)이 사내 TV 방송을 개시했다.

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후 1973년 7월 포항 1기 설비를 준공할 때까지 국가의 중
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시책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부각하고 일관제철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공보적 성격의 대외 커

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했다. 조업 1주년을 맞은 1974년부터 홍보기능을 강화해 나
갔고, 1977년 7월에는 홍보관리업무 담당 기구를 사장·부사장 직속의 공보실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제2제철 실수요자 선정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
로써 제2제철 수요자 선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1981년 포항 4기 설비 준공과 함께 회사 성격이 정부투자기업에서 정부출자기업으

년 4월 창립과 함께 회사 마크를 제정해 배지와 사기 제작에 활용했다. 회사 마크는

로 바뀜에 따라 홍보도 기존의 공보적 기능에서 나아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

년 12월까지 20여 년 동안 사용했다. 1973년 4월에는 박목월 작사, 김동진 작곡의 사

언론, 국민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홍보를 중점적으로 전개했다. 홍

영문 회사명인 ‘Pohang Iron and Steel’의 P, I, S를 조합해 만든 이미지였으며, 1989

가를 확정해 공식행사에서 사용했고, 1974년 7월에는 히말라야시다(개잎갈나무,

Cedrus deodara)를 사목으로, 홍장미를 사화로 선정해 제철소와 주택단지에 대량
으로 보급했다.

경영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과 일체감 형성을 위해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

화에도 주력했다. 이에 따라 1971년 4월 사보 <쇳물>을 창간했다. 사륙배판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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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관료적인 색채를 탈피하기 위해 1981년 1월 공보실을 홍보실로 개칭하고 정부,
보 대상과 내용을 일반 국민, 외국인, 거래처, 정부 등에 따라 다양화·차별화하는 목
적(Target) 홍보전략을 구사하며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이를 돌파하고 극복하는 역
할을 담당했다.

1987년 포항 본사 홍보과 외에 서울에 홍보기획과를 신설한 데 이어 1988년 서울

에 홍보기획과·홍보1과, 포항 본사에 홍보2과를 설치해 목적 홍보를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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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포항공과

라 5월 포스코장학회로 명칭을 다시 변경했고, 2005년 8월 ‘포스코청암재단으로 확

1992년 최단기간에 2100만 톤 체제를 구축한 ‘4반세기 대역사 완성’ 등은 적극적인

한편 포항제철은 1973년 7월 포항 1기 가동을 계기로 국내 주요 철강업체와 협력

대학 성공적 개교’, 1987년 포항제철의 국민주 상장을 이끌어낸 ‘주식 장외매각 저지’,

대 재출범했다.

목적 홍보에서 큰 성과를 거둔 대표 사례였다.

관계를 모색해 나갔으며, 1975년 7월에는 한국철강협회 발족을 주도하고 회장사를

2. 사회공헌활동 전개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포항제철 창립은 수요산업의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꾸준히 맡아 업계 공동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속
포항제철은 국제교류도 강화해 국제철강협회(IISI) 회원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

측면에서 그 자체로 사회공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창립 이후 ‘제철보국’을 추구하

쳤다. 1967년 7월 출범한 IISI는 세계 50여 개국, 170개 이상의 철강회사와 철강 관

중했다. 그러다 보니 포항제철소의 확장 기간에는 건설과 조업을 병행하느라 지역협

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포항제철은 1973년 포항 1기 설비 준공을 계기로 같은

며 일관제철소의 성공적인 건설과 안정적인 조업을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
력에 큰 힘을 기울이지 못했다. 하지만 광양이 제2제철 입지로 선정되고, 건설과 조업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1988년 광양 하광마을과 자매결연한 것을 시작으로 포항과 광
양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회공헌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

포항제철은 또 스포츠 육성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973년 4월 실업축구단을 창단한 데 이어 1977년 12월 야구단, 1982년 11월 테

련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철강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기구로 세계 철강 생산
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제7차 IISI 총회에서 준회원으로 가

입했다. 이후 1976년 5월 포항 2기 설비 준공으로 IISI 정회원 자격요건인 연산 조강
200만 톤을 넘어서자 1977년 10월 로마에서 열린 제11차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됐다.

니스단을 창단했다. 특히 축구 지원은 이벤트적인 성격이 아닌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

뤄졌다. 1973년 창단한 포항제철 실업축구단을 1983년 포항제철 돌핀스로 명칭을 변
경하고, 1984년에는 프로축구단으로 전환해 한국 프로축구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

넣는 데 기여했다. 이후 1985년 포항아톰스(현 포항스틸러스)로 명칭을 변경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프로축구단으로 자리잡았다. 이어 1994년 12월에는 광양제철소가

소재한 전라남도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전남드래곤즈도 창단해 우리나라 축구 발

전에 크게 기여했다. 포항스틸러스 홈구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 전용 잔디구장으
로서 2002년 한일월드컵 유치 당시 FIFA 실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포항제철은 1971년 1월 재단법인 제철장학회를 설립해 포항으로 이주해 온 직원

자녀를 비롯해 포항지역 초·중·고·대학생 대상의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쳤으며, 광양

제철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대상을 광양지역으로 확대했다. 제철장학회는 이후 1996

년 2월 포철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02년 3월 사명이 ‘포스코’로 변경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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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

광양제철소 건설

1장 제2제철 태동

1절 제2제철사업 추진과 실수요자 선정

2절 8년 8개월 만에 광양만으로 입지 확정
3절 부지 조성 공사와 정부사업

2장 바다 위에 세운 ‘꿈의 제철소’ , 광양 1기 사업
1절 최신예 제철소 구현을 위한 설비계획 수립

2절 유럽과 일본 공급사 경쟁입찰 통한 설비 구매
3절 연약지반 위의 설비 건설
4절 1180만 톤 체제 구축

3장 선진경제 도약의 디딤돌, 광양 2기 사업
1절 자체 엔지니어링을 통한 설비계획 수립
2절 설비 조기구매로 예산 절감
3절 험난했던 건설 공사

4절 1450만 톤 체제 구축

4장 세계 3위 조강생산 체제 구축, 광양 3기 사업
1절 규모의 경제 실현 위한 설비계획 수립

2절 설비 구매 방식 탄력 운용으로 국산화율 제고
3절 노사분규 속 건설 강행
4절 1750만 톤 체제 구축

5장 4반세기 대역사 완성, 광양 4기 사업

1절 고생산성·저코스트 조업 위한 설비계획 수립

2절 설비 구매 줄다리기와 설비 국산화 63% 달성
3절 최단기 건설기록 수립
4절 2100만 톤 체제 완성
5절 POSCO 2000 수립

6장 경영관리 체제 고도화
1절 경영체제의 변화

2절 인사노무 및 교육 제도 개선
3절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4절 교육사업 전개

1장

제2제철 태동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서정귀 사장의 제2제철 건설 구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지만 이는 제2제철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고, 정부도 같은 해 6월 제2제철 건
설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다.

1973년 1월 상공부는 1980년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 제철소 건설계

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포항제철소 확장 계획과 함께 연산 500만 톤 규모의 제2

종합제철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
화학공업 정책’을 선언하고, 철강 생산능력을 1980년대 초까지 1000만 톤 규모로 증가

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이 선언은 제2제철에 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 구상

1절 제2제철사업 추진과 실수요자 선정
1. 제2제철 추진과 무산

세계 철강 생산량은 1974년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장기 불황으로 미국 등

이었다. 이후 1월 23일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제2종합제철사업을 위한 실무위원회에서
KIST의 <철강재 장기 수요예측>에 근거한 수급 계획이 보고됐다. 정부가 제2제철 건
설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자 호남정유, 동국제강, 화신그룹, 한진그룹 등에서 건설계
획을 제시하거나 실수요자를 자청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부는 1973년 5월 24일 경제기획원 내에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

철강 선진국은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경

원회를 구성하고 중화학공업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철강공업 부문에서는 포항제철소

당시 우리나라 1인당 철강소비량은 148kg으로 일본 629kg, 서독 549kg, 미국 508kg

년 말까지 조강 연산 500만 톤 규모(최종 1000만 톤 규모)로 낙동강 하구에 건설한다

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제철강협회 분석에 따르면, 1980년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특히 한 나라의 사회간접자본 구비 수준을 나타내는 1인

당 철강 축적량도 우리나라는 1126kg으로 선진국의 1만kg 수준과 비교가 되지 않을

를 1980년 12월까지 연산 700만 톤 규모로 확장하고, 제2종합제철을 1976년부터 1980
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7월 3일 포항 1기 설비 종합 준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를 통

정도로 적어 향후 철강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우리나라 철강산

해 포항제철소 1·2차 확장공사와 별도로 연산 1000만 톤 규모의 제2제철 건설을 추진

제2종합제철공장 건설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공업추진위원회는 제2제철 추진 모체로서 독립된 추진기구를 설치하되 형식상 포항

업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제2종합제철공장 건설이 최초로 거론된 시기는 포항 1기 설비가 한창 건설되고 있던

1972년 2월이었다. 당시 재계 실력자이던 서정귀 호남정유 사장이 국제 경쟁 단위인 연

산 500만 톤 규모의 제2종합제철을 삼천포에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론은

자금조달 방안과 수출 계획이 불확실해, 건설 중인 포항제철소를 서둘러 건설하거나
시설 확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이 우세했다.

정부는 제2종합제철공장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이 포항제철 확장에 따른 소요 외자

확보와 경합할 가능성이 있고, 철강 수요 증가분은 포항제철을 확장해 대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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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라고 밝혀 제2제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7월 16일 중화학

제철과 관계하도록 했다. 또 입지 선정을 서두르는 한편, 소요 외자를 조달하기 위한
교섭을 본격화해 미국과 일본 정부 및 철강업계와 예비 접촉을 시작했다. 그 결과 9월
20일에는 제2제철 설립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열렸고, 10월 2일 유에스스틸(US Steel)
기술용역 분야 자회사인 UEC(US Steel Engineers and Consultants, Inc.)와 제2제철
타당성 및 예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1973년 11월 9일 ‘주식회사 제2종합제철’이 설립됐고, 정문도 전 공업단지관리청장이

초대 사장에 취임했다. 제2종합제철은 내외자 10억 4000만 달러를 들여, 1976년 조강
3편 광양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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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500만 톤 규모의 공장시설을 착공하고, 2차로 1000만 톤 규모의 시설로 확장한다
는 계획이었다.

제2종합제철은 1974년 9월 24일 한국종합제철주식회사(이하 한국종합제철)로 상호

를 변경하고 2대 사장에 태완선 전 부총리가 취임했다. 한국종합제철은 미국 유에스스

로 결의하고, 제2제철은 1978년 이후 회사의 제2공장으로 건설한다는 잠정 방침을 정

했다. 임시주총 결의에 따라 제2제철 인수작업에 착수해 5월 말 합병 업무를 매듭짓고
제2제철 임직원 60여 명 중 희망자 21명을 포항제철 직원으로 채용했다.

틸과 합작을 추진, 연산 700만 톤 규모의 제2제철을 한미 간 8 대 2의 지분 비율로 회사

2. 공·민영화 논쟁 끝에 포항제철로 최종 결정

계에서 유에스스틸은 투자 대비 20% 이익 보장, 포항제철의 2후판공장 건설 연기 등

백지화했던 제2제철 건설을 다시 추진했다. 상공부는 1977년 11월 1일 제2제철 건설

를 설립해 종합제철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일단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단
을 요구했고, 정부로서는 두 가지 조건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다. 종합제철과 같은 거
대한 투자에 20%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미 사업계획을 확정

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되고 있는 포항제철 설비 확장계획을 수정할 수도 없기 때문

이었다. 이 와중에 제2제철의 기술적인 문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불거지

1977년에 접어들어 1차 석유파동의 여파가 빠르게 마무리되자 정부는 1975년 일단
계획을 발표하고, 1978년 초 실무작업팀을 구성해 공장건설에 따른 세부계획을 확정

한 후 1978년 중 실수요자를 선정하고 1979년부터 최종 규모 조강 연산 1000만 톤의
공장건설에 착수하기로 했다.

1975년 정부 주도 제2제철 건설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제2제철 건설을

면서 정부는 제2제철 건설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구상하고 있던 일부 민간기업에서 1978년 들어 제2제철 건설계획이 다시 구체화되자

포항제철소의 우선 확장이 필요하므로 제2제철 건설을 포기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9월 제2제철을 겨냥해 현대제철 설립안을 정부에 제출한 후 활발한 교섭을 벌이고

이즈음 포항 2기 설비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던 포항제철은 제2제철과 관련해

한국종합제철 측도 설득했다. 결국 1975년 3월 5일 김종필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 장·

차관, 한국종합제철 태완선 사장, 포항제철 고준식 부사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한국

종합제철 건설에 관한 대책회의를 열고 제2제철사업 추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확인했다.

• 포항 3기 계획의 추진에 전력을 다한다.

• 제2제철 건설은 포항제철 550만 톤 체제 완성 후인 1978년 이후 추진하되, 이를 포항제철의 제2공장
으로 건설하기로 하며, 그때까지 유에스스틸과의 합작은 유보한다.

• 한국종합제철은 해산하여 포항제철에 흡수 합병시킨다.

이러한 방침은 3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2차 대책회의에서도 최종 확인됐

으며, 제2종합제철 건설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는 대신 포항제철 확장에 투자를 집중해
1982년까지 850만 톤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종합제철
은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4월 20일까지 흡수 합병을 위한 실무 절차를 마치고 설립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포항제철은 1975년 4월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한국종합제철을 흡수 합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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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선정을 둘러싼 경합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1977년

있었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1978년 3월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제2제철을 건설
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양행도 창원공장에 이미 제철설비를 갖춰 놓았

다며 제2제철 건설에 참여할 뜻을 강력하게 드러냈고, 대우중공업 역시 중화학 부문
기반 확충을 목표로 제2제철 건설을 담당하려 했다. 특히 현대그룹은 조선, 건설, 자

동차 등 주력업종을 배경으로 가장 의욕적이고 야심만만하게 계획을 추진했으며, 경
북 영해를 입지로 하는 최종 1000만 톤 규모의 건설계획을 상공부 장관에게 브리핑
하는 등 끈질긴 선제 공세를 폈다.

포항제철은 1975년 한국종합제철을 흡수 합병하며 제2제철을 회사의 제2공장으

로 건설한다는 잠정 방침을 정한 바 있었다. 이후 계속되는 포항 3·4기 설비 확장공사
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2공장 건설에 대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KIST에
국내외 철강재 수요예측을 의뢰하는 등 건설 적기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 사이 1978년에 들어 현대의 계획 추진이 본격화되고 일부 정부 관계 부처와 언

론의 민영화 주장으로 여론이 현대 측으로 기울어지는 형국이었다. 포항제철은 3월
13일 제2공장 건설 의사를 정부에 밝히고, 3월 21일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다
3편 광양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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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날인 3월 22일에는 현대도 예비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공기업인 포항제철과

을 들어 포항제철 입장을 지지했다. 특히 4월 16일 <조선일보>에 선우휘 주필이 쓴

다. 당시 언론은 이를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재계의 대회전으로 논평하며 집

제철의 경제적 건설에 대한 집념과 자신감을 밝힌 것이 포항제철에 유리한 분위기와

민간자본을 대표하는 현대가 가장 유력한 실수요자 후보로서 본격적인 경합을 벌였
중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유명한 ‘제2
제철 공·민영화 논쟁’이다.

당시 현대 측의 민영화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전액 자기자본으로 할 수 있어 조기 건설이 가능하다.

• 자체 그룹 내의 건설, 중공업, 종합엔지니어링, 해운회사 등을 활용하여 제철소 건설과 조업에 따른 설
계에서부터 원료 수입, 가공, 건설, 수출 등의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공영과 민영의 양사 경쟁체제를 갖춤으로써 국가 및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포항제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 기존 포항공장과 1사2소 체제를 유지해 경영합리화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세계 철강선진

대담 기사 ‘차 한잔을 나누며……’에서 박태준 사장이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제2
여론을 형성하는 분기점이 됐다.

5월에 접어들자 현대는 인천제철을 인수하는 등 재차 공세를 펴고 나왔으며, 모 언론

사에서 다시 민영화를 지지하는 논조의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5월
말에는 엉뚱하게 제3제철 조기 건설론이 대두해 제2·3제철 동시 건설안까지 제기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과열된 제2제철 실수요자 경합이 낳은 결과였다.

포항제철은 1978년 6월 12일 제2공장 1기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현대는

8월 1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양사의 사업계획을 비교하면 표와 같았다.
포항제철과 현대의 사업계획안 비교
구분

국들이 이 때문에 철강회사의 집중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 예로 야와타·후지 양 제철소가 합병해 탄생한
세계 제일의 신일본제철(NSC)을 들 수 있다.

• 공익성과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제철산업이 민영화될 경우에는 사적 이윤 동기와 독과점에 따른 폐해
를 가져온다.

• 1기 : 300만 톤

• 제2공장 완성 시 포항제철은 세계 5위권의 대형 철강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어 국제적 지위의 향상과 아
울러 국가 이미지 선양을 기할 수 있다.

• 민영화의 경우 기존 경험 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없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포항제철소의 원활한 조업에 큰 우려가 예상된다.

공·민영화 논쟁은 정부 내에서조차 견해가 양측으로 갈라져 있을 정도로 치열했지

규모

정부 관계 부처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작업과 주도 면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1978년 4월 1일 창립 10주년을 계기로 언론에서도 포항제철의 그동안의 노력과
업적을 치하하고, 제2제철 실수요자 선정에서 포항제철의 견해를 지지하는 방향으

로 논조를 선회하기 시작했다. 대다수 언론의 논지는 공익산업인 제철업의 중요성과
포항제철의 경영실적, 축적된 기술과 경험 그리고 세계 철강업계의 집중화 추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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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 300만 톤
• 2기 : 600만 톤

• 3기 : 900만 톤

• 3기 : 1,000만 톤

• 4기 : 1,200만 톤

• 4기 : 1,400만 톤

• 부지, 항만 : 1980. 1~1984. 12(60개월)

• 공장 건설

- 1기 : 1983. 3~1985. 6(28개월)

- 1기 : 1979. 6~1981. 12(30개월)

- 2기 : 1985. 5~1987. 8(28개월)

- 2기 : 1981. 6~1983. 12(30개월)

- 3기 : 1987. 7~1989. 10(28개월)

- 3기 : 언급 없음
- 4기 : 언급 없음

- 4기 : 1989. 8~1991. 11(28개월)

• 정부 선정 : 1,322만 3,140m (400만 평)

입지

2

소요자금

(백만 달러)

외자

내자
계

조달계획

• 부지, 항만: 1979. 1~1981. 6(30개월)

• 공장 건설

건설기간

만, 대세는 정부 지원 없이 건설하겠다는 현대의 민영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포항제철은 제2제철 사업이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현대 계획안(현대종합제철)

• 2기 : 600만 톤

• 특히 일관제철소의 경우 설비계획부터 건설, 조업 등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경험과 기술을 요하기 때문
에 그동안 충분한 능력을 축적한 포항제철만이 합당하다.

포항제철 계획안(제2공장)

1기

934

950

1,884

• 외자 : 차관

2기

3기

4기

합계

•정부선정:1,652만8,926m2(500만평)
1기

2기

3·4기

946.8

1,201.8

1,260.6

4,343.2

1,034.4

언급 없음

언급 없음

1,783

2,129

2,108

7,904

1,601.4

언급 없음

언급 없음

836

927.2

847.4

• 내자 : 회사 이익금 및 감가상각비로 충당

• 부지 : 현물 출자(100억 원), 장기저리 금융지원(270억 원)

3,560.8

567

• 외자 : 차관

언급 없음

언급 없음

• 내자 : 전액 자기 자금

정부가 양사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9월에도 정부 관계 부처 내 분위

기는 현대의 민영화안을 지지하는 입장이 강했다.

그 후 제2제철 문제를 심의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주무 장관인 최각규 상공부 장관
3편 광양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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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력하게 포항제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자 신형식 건설부 장관 등

2절 8년 8개월 만에 광양만으로 입지 확정

제의 육성과 중동 달러의 활용 가능성을 들어 현대 측을 지지하는 입장

1. 우여곡절 끝에 아산만으로

자본 조달도 중요한 요건이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년 2월 처음 제2제철 논쟁의 불을 지폈던 서정귀 호남정유 사장은 입지를 삼천포로

이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오원철 청와대 경제 제2수석비서관은 민간경
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 남덕우 부총리는 철강산업은 자본집약적이라

제2제철 입지 문제는 실수요자 선정과 궤를 같이해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했다. 1972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일반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제시했지만, 이는 구상으로만 그쳤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이 무렵 제2제철 실수요자 선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1973년 들어 정부 주도의 제2제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박태
준 포항제철 사장만이 정부에 아무런 의견도 개진하지 않자, 박정희 대
통령은 10월 중순 박태준 사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이날 청와대 비서실장실에서 박태준 사장과 김정렴 비서실장, 이희일

1973년 5월 낙동강 하구라고만 언급했다가, 같은 해 11월 제2종합제철(한국종합제철

전신)이 설립되면서 아산만, 낙동강 하류, 광양만을 후보지로 발표했다. 하지만 1975

제2제철 공·민영화 논쟁 관련 보도
(현대경제일보, 1978. 3. 15)

년 3월 국무총리 주재 대책회의에서 포항 3기 550만 톤 체제 건설 이후로 제2제철 건

설을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논의는 중단됐다. 당시 건설부는 아산만을 입지로 구상

경제 제1수석비서관, 오원철 경제 제2수석비서관 등 4인이 참석한 예비회의에서는 제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2제철을 현대 측에 양보하라는 권유도 있었다. 이어 열린 본회의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 9월 현대가 제2제철 건설안을 제시했을 때 입지는 경북 영해였다. 이에 대

직접 주재하고 박태준 사장과 비서진 등 4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

해 건설부가 1977년 말 입지 조사 용역을 통해 부지가 협소하다며 영해의 단점을 지

박태준 사장은 40여 분간에 걸쳐 국가 기간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함께 국가 경

1978년 6월 제2공장 1기 사업설계서를 제출한 뒤 입지 가능 지역으로 영해와 아산만

은 제2제철의 효율적 건설에 대한 박태준 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적하자, 현대 측은 영해 대신 가로림만을 대안 후보지로 제시했다. 반면 포항제철은

제발전을 위해 제2제철 실수요자가 누가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 평소의 소견을 피력

을 비교 검토한 끝에 아산만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했다. 덧붙여 제철업을 민간기업에 맡기면 부의 편재가 극심하게 되고, 부실화하면

실수요자 선정을 열흘 앞둔 1978년 10월 17일 제4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산만을

포항제철이 떠맡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 주게 될 것임

제1후보지로 하되 실수요자가 향후 2개월 내에 다른 후보지를 제시하면 이를 검토

을 강조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2제철을 포항제철이 맡아야 한다는 결

해 최종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0

단을 내렸다.

월 21일 포항제철에 제2제철 입지 타당성 조사를

정부는 1978년 10월 27일 마침내 제2제철 실수요자를 포항제철로 확정하고, 10월

서해

30일 이를 발표했다. 이날 최각규 상공부 장관은 제2제철 실수요자 선정 결과를 발표

화성군

하며 제2제철 입지에 대해서도 “실수요자인 포항제철이 최종 조사하되 그 결과를 토
대로 하여 정부가 1979년 초까지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11월

1일 조강 연산 300만 톤 규모의 포항제철 제2공장 1기 사업계획, 즉 장차 광양 1기가
될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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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군

제2가로림만
제1가로림만

아산만
서산군

제2제철 입지 후보지

당진군

지시한 뒤, 10월 23일 박태준 사장을 불러 함께 헬
기로 가로림만을 답사했다. 이때 청와대 경제팀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충남 당진군과 서산군 사이의
제2가로림만이 입지 후보로 추가됐다.

1978년 10월 30일 제2제철 실수요자로 포항제철

이 공식 발표되면서 포항제철이 주도적으로 부지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건설부와 청와대 경제팀의
3편 광양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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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다르고, 국내외 용역회사와 건설회사의 입장 차이가 있어 이 과정도 쉽지 않

시 국가 재정상태로 보아 아산만공업지구 정부지원 사업비로 책정된 6717억 원을 포

우선 제1가로림만, 제2가로림만, 아산만 등 세 곳에 대한 외국 3개사의 타당성 검

운 입지로 자주 물망에 올랐지만 연약지반이 문제가 되어 번번이 제외됐던 광양만

았다.

토 용역을 통해 1979년 1월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2가로림만을 후보지로 건의했다. 하
지만 당시 건설부는 가로림만이 연약지반으로 막대한 지반 개량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2가로림만과 아산만의 부지 조성 및 항

만 건설 기간과 공사비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국내 4개 건

설업체에 입지 선정 조사를 의뢰한 결과, 같은 해 5월 포항제철의 기존 입장과 동일하
게 아산만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내용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이

번에는 청와대 경제팀에서 항만 조건이 불리하다는 이의를 제기해 역시 매듭을 짓지
못했다.

포항제철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본 다이와공업을 용역사로 선정하고

항제철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시 아산만 외에 새로
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만나 제
철공장 입지로서 광양만과 아산만을 비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두환 상임위원장

은 국보위 건설분과위원회에 아산과 광양을 재비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6월
에 열린 국보위 건설분과위원회는 포항제철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쳤
으나, 광양만이 연약지반인 관계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7월 7일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2공장 입지 심의회의는 수송비, 항
만시설 유지관리, 국토 종합개발, 관련 산업 파급 효과, 입지 변경 시의 사회적 혼란
등의 이유를 들어 아산만으로 재확정했다.

재조사한 뒤 아산만이 입지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재차 내리고 이를 다시 보고했

2. 지질조사 이후 광양만으로 최종 확정

장관, 박태준 사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에서 포항제철 제2공장 입지를 충남 아산

관계로 부적합하며 예산 부족으로 정부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당초 예상했던 1984

다. 결국 1979년 7월 24일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최각규 상공부 장관, 고재일 건설부
만으로 결정했다.

포항제철은 두 차례에 걸쳐 아산만이 제2공장 입지로 확정됐지만, 연약지반과 갑문

아산만이 제2공장 입지로 결정되자, 포항제철은 1979년 8월 평택군 포승면에 ‘제2

공장 건설사무소’를 설치하고, 1980년 1월 초까지 지질조사, 지형측량, 해상(海象) 조
사, 보상물 조사 등 기초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아산만이 제철소 입지
로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산만은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
25만 톤급 선박이 출입하려면 대규모 갑문 건설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건설 기술과

자금조달이 문제였다. 지질은 조류에 의해 미세한 부유물질이 가라앉아 형성된 퇴적

층이어서 육중한 구조물 축조와 중량물 야적이 필수인 제철소 입지로는 매우 불리

한 점토질의 연약지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제철은 결국 아산만이 제철소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980년 1월 12일 아산과 서울에 주재하던 제2공장 추
진팀을 철수시키는 한편, 4월 1일 팀을 해체하고 입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
에 착수했다.

그사이 10·26사태가 발생하고, 신군부가 등장했다. 1980년 5월 박태준 사장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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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입지 재

이 유리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변 속에서도 포항제철은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

과, 왜곡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이 적지 않을 뿐

시작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기관과 다각

판단했다. 이에 따라 8월 27일 건설부 주최로 개최

검토를 관계 요로에 요청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격

포항제철은 이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

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제2공장 건설을 조속히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잘못된 결론이 내려져 있다고

적인 협의를 계속했다. 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1980년 11월부터 독자적으로 광양만의 정밀
지질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장비와 시험기기

도 확보했다. 12월 16일에는 유상부 설비계획1부장

된 ‘아산만 개발계획 경제성 검토용역’에 대한 검
광양만 제2공장 건설 확정 주민 환영대회(1981. 11. 12)

을 반장으로 하는 ‘임해기지 지반조사반’을 구성했으며, 24일 광양만 현지에서 미국
D&M(Dames & Moore) 기술자와 함께 정밀 지질조사를 시작했다.

포항제철은 조사의 타당성과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약지반 문제에 대

해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일본 어스리서치(Earth Research)연구소 미히로기(三尋
木) 박사의 검토를 받았다. 또 나가노 시게오 전 신일본제철 회장 소개로 후쿠야마제
철소(福山製鐵所) 부지 조성 시 연약지반 개량을 담당했던 일본해양컨설턴트 가와

모토 이사무(河本勇) 사장을 초빙해 자문한 결과, 광양은 후쿠야마제철소나 미즈시
마제철소(水島製鐵所) 부지보다 훨씬 유리할 뿐 아니라 제철소 입지로 매우 이상적
이란 평가를 받아 냈다.

광양제철소 부지 시찰에 나선 고준식 사장(1981. 11. 12)

토회의에 정명식 부사장과 관련 기술진이 참석해
항목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역사에 정확한 설

명을 요구하자 용역사 간에도 이견이 속출했다. 포

항제철은 이어 9월 4일 아산만과 광양만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검토 내용과 건의사항
을 청와대와 상공부로 발송했다.

• 아산의 항로는 선거(船渠), 감조(感潮) 모두 이용상 제약조건이 많고 위험부담이 크다.
• 아산 감조식은 최대 선형 15만 DWT급으로 대형 제철소 부두로는 부족하다.

• 광양만은 25만 DWT급 항만을 건설할 수 있는 반면에 아산 선거항(15만 DWT급) 건설안보다 소요 
투자액이 적다.

• 장래에 브라질이 제안한 원료기지(Asian Port, 최대 25만 DWT급)의 광양만 유치가 가능하다.

• 광양만은 기후, 경제적이고 안정된 원료공급, 합리적 공장배치 등 비가격 요건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건설부는 르아브르 항만청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1981년 11월 4일 청와대 보고에

정국이 점차 안정을 되찾는 가운데 1980년 12월 27일 청와대 비서실에서 아산만

서 아산만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였다. 포항제철은 당초 건설부 보고 이

철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 회의에서 △아산만 항만 개발, 조력발전 개발에 대한

게 되자 신병현 부총리에게 보고된 건설부 보고서에 회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

개발계획에 관한 관계기관 회의가 건설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한국전력 및 포항제

경제성 비교 △제2공장 소요 15만 톤 규모의 감조식(感潮式) 항만 건설 가능성 △

제2공장 입지로서 아산만과 광양만의 비교 검토 등 세 가지 사항을 프랑스 르아브르
(Le Havre) 항만청과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입지를 최종 결
정하기로 했다.

후 따로 광양만을 입지로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보고 자리 참석이 여의치 않
회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아산과 광양의 부지 조건이 경제적으로 유사하므로 입지
문제는 실수요자 의견을 감안해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
록 했다.

결국 예정됐던 건설부의 청와대 보고 자리에는 박태준 회장과 정명식 부사장이 참

1981년 3월 20일 정부와 아산만 개발계획 경제성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한 르아브

석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이미 포항제철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밀 조사와 평가를 통한 종합 결론과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며 광양만보다 아산만

건설부 장관은 광양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973년 3월부터 각

르 항만청은 8월에 용역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포항제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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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벌여 왔던 제2공장의 입지 선정 드라마는 8년 8개월 만인 1981년 11월 4일 광

와 항로법선을 확정하고, 1984년 초 연관단지 및

입지 선정 당시 광양만은 행정구역상으로 전남 광양군, 여천군, 승주군과 경남 남

System) 사업계획을 추가하면서 공장 배치 레이

양만으로 매듭지어졌다.

대규모 원자재 유통기지(CTS : Central Terminal

해군, 하동군에 속했으며, 광양만 일대 육지는 지세가 험하고 경사도 급하나 해면에

아웃을 최종 확정했다. 광양제철소는 국내 최초

는 광활한 간석지가 형성돼 있고 면적도 충분해 제철소 부지로 합당한 조건을 갖추

로 바다 위에 건설하는 공장인 만큼 공장 배치를

고 있었다. 특히 섬진강 하구에는 양질의 모래를 함유한 넓은 사주가 형성돼 있고, 인
근 지역에 산재한 섬에서 양질의 토사를 채취할 수 있었다. 이는 준설매립을 단기간
에 끝낼 수 있고 섬의 석재를 활용해 호안축조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또 인근의 여천공업단지에 25만 톤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고, 수심 20~25ｍ의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단계별 확장을 감안해 부지

를 확정했다. 제철소 부지 면적은 총 1488만m (약
2

450만 평)로 공장부지가 1015만m , 준설매립 시
2

광양 건설사무소 개소(1981. 12. 1)

불량토를 저장할 수토장이 263만m , 지원시설 기
2

자연수로가 형성돼 있어 제철소 전용항만으로 개발하기에 용이하며, 특히 정박지의

지 및 주택단지가 210만m 였다.

수용할 수 있는 천혜의 항만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공업용수는 여천공단을 위해 이

2. 부지 매수와 어업권 보상

에도 경전선과 남해고속도로가 근접해 있어 경제적인 제철소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

러내면서 주민 이주와 어업권 보상 문제가 대두했다. 포항제철은 입지 결정 직전인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준설한 토사를 전부 부지 조성에 사용할 수 있어 대형 선박을
미 건설한 수어저수지와 섬진강 양수장을 확장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됐고, 이 밖
었다. 다만 토질이 연약지반이어서 적절한 처리공법이 필요했다.

2

부지 매수와 주민 이주

금호도 전부와 태인도 일부가 포함된 사업계획이 윤곽을 드

1981년 10월 2일 용지 매수와 어업권 보상업무를 전담할 용지과를 발족하고, 11월에
는 산업기지개발공사와 부산수산대에 의뢰해 보상 계획을 수립했다.

보상 업무는 용지 매수, 분묘 이장, 어업권 보상, 주민 이주 업무로 구분됐다. 업무

3절 부지 조성 공사와 정부사업

의 특수성을 감안해 1982년 1월 25일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

1. 건설사무소 개소와 공장 위치 확정

른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도 단위와 군 단위 협의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조상 대

포항제철은 아산만이 입지로 선정되는 등 논란의 와중에도 광양에 주목해 이미
1980년에 지진도 주변 사방 2km에 이르는 광양군과 하동군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를 벌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1981년 4월 스매크(SMEC)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검토를 의뢰했다. 1981년 11월 4일 제2공장 입지가 광양만으로 최종 결정되자, 12월 1

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양군은 보상 업무를 적기에 추진하고 각종 공사에 따
대로 삶을 영위해 온 생활 터전을 떠나도록 주민을 설득하는 데는 난관이 많았다. 생

업 기반을 잃게 된 주민들은 조기 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선보상을 요구하고 무면허
어업권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했다.

1982년 1월 금호도에 건설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건설의 시급성 때문에 정상적인

일 선발대 48명을 현지에 파견했다. 선발대원들은 임시로 망덕에 있는 수산업협동조

행정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가피하게 선사용·후보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

일 시무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됐다. 포항제철은 국가 차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회사의 실체를 알리기

합 건물 2층을 임차해 쓰다가, 금호도의 구 삼애중학교 건물을 개조해 1982년 1월 4

1982년 4월에는 부지 조성 기본설계와 제철소 항만 기본설계에서 부지 외곽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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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고 보상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토지 보상은 주로 ‘공공용지의

3. 부지 조성 공사

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수렴해 영세민 주택자금 무이자 지원, 이농비 상향

특별한 공정이 필요했다. △공장 부지 위치 결정, 부지 높이 결정, 항만 계획, 각종 설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리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보상에 만족하
조정, 1가구 1인 취업 알선,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시행했다.

그 과정에 급수가 중단되거나 임직원이 감금 폭행당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기

도 했지만 1982년 9월 10일에는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1983년 8월부터 10월에 걸
쳐 이주도 완료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철소 건설에 매진했다.

어업권 보상 어업권 보상 대상은 포항제철과 위탁계약을 맺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광양제철소 부지조성 공사는 주로 바다를 매립해 부지를 만드는 공사였기 때문에

계 등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작업(시추조사, 하해조사, 침하안정관리, 측

량)과 설계 △적절한 공장배치계획 수립 △해저로부터 최고 13ｍ까지의 호안축조 공
사와 준설매립 공사 △매립 후 제철소 부지의 지반 지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약지
반 개량공사 등이었다.
시추조사와 하해조사

광양만 기초조사는 제2공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건설부가 이

가 어업 면허권과 어구 등의 시설에 한해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추진했다. 광양제철

미 실시했지만, 포항제철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지질조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하

지만, 문제는 법률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무면허 어업권에서 불거졌다.

D&M과 국내 스매크를 용역업체로 선정해 2차에 걸쳐 25개 공의 시추와 실내시험

소 사업시행계획으로 고시된 구역 내 면허 어업권 총 28건에 대한 보상은 순조로웠

1982년 9월 19일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액이 발표되자 주민들이 건설현

장을 점거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포항제철은 보상을 위해 관련 내용을 건설부에 질
의했지만, 무면허 어업권에 대해서는 보상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관계법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건설부의 통보에 따라 사실상 보상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1990년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포항제철은 판결 결

고 1980년 12월부터 1981년 5월까지 5개월간 시추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
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연약지반으로 나타나 제철소 건설 대상지
역을 재시추하는 등 기초조사에 만전을 기했다. 금호도를 포함한 지원시설 지역과
금호도 매립용 채토 지역의 시추시험도 시행하고, CTS 건설에 따른 연약지반 개량
과 원료부두 안벽 설계용 상세 토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추조사도 병행했다.

제철소 부지 조성에 따른 주위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

과에 따라 배상액과 이자 등 총 31억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무면허 어업권에 대

해조사도 실시했다. 이를 위해 프랑스 르아브르 항만청과 한국해양과학기술을 용역

사례였다.

했다. 또 항만 입구 간만의 차이에 따른 정확한 조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한 보상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 소송은 국내에서 관행어업에 대해 보상한 최초의
이 밖에도 광양제철소 부지 조성 및 건설 공사 그리고 조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크

고 작은 피해보상 요구가 이어졌다. 포항제철은 제철소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함
은 물론 민원의 조기 해소와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위해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며, 부산수산대학교, 여수수산대학, 전남대학교, KAIST 등 공

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실태조사 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대표적
인 사례로는 경남 하동군 김 양식 주민 민원, 경남 남해 및 하동지역 주민 패류 폐사
민원, 전남 여천지역 주민 패류 폐사 민원 등이 있었다.

업체로 선정해 1982년 4월 15일부터 1983년 11월 3일까지 조류 및 조위 변화를 실측

1982년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수치모델을 통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하고, 결
과를 분석해 항로개선안을 수립했다. 1983년 3월 8일에는 부지 남단에 위치한 지진
도에 상설 검조소(檢潮所)를 설치하고 간만 차이를 자동 관측해, 부지 높이 결정과

항만 신설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부지조성을 위한 준설과정에서 해양 오탁을
방지하기 1982년 12월 30일부터 1985년 6월 30일까지 KAIST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오탁관측을 실시하고, 해양 오탁 예방을 위한 침전호, 오탁 방지막 같은 인공 시설물

을 설치하는 등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청정해역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
했다.

측량 및 침하 안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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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월부터 준설 전후 해저와 지표면 표고 측량으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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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량을 계산하는 삼각계측과 기본측량 및 지형현황 측량, 침하량을 측정하는 시공

품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사였다. 감사팀은 1983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설토량을 신속히 산출해 공사관리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의 시공상태도 확인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감사팀 직원들은 잠수 경험이 없음

측량 등을 실시했다. 특히 준설 계측 때 최신 자동화 시스템(Auto Carta Ⅱ)으로 준

공구별로 불량 개소를 점검했다. 하지만 7월 13일 임원회의에서 박태준 회장은 수중

광양제철소 부지는 지층구조가 복잡하고 땅 속에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돼 있었

에도 불구하고 잠수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중감사에

다. 연약지반 위에 설비 하중이 가해지면 침하가 일어나거나 지층 붕괴도 일어날 수

돌입했다. 7월 하순의 장마에도 수중과 육상을 동시에 점검하는 악전고투 끝에 감사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약지반 개량공사가 필요했다. 포항제철은 지반개

팀은 수십 개의 불량시공 개소를 확인하고 시공업체가 재시공하도록 조치했다.

량을 위해 대상 지역 토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먼저 실시했다. 또 연약지반

1983년 3월 29일 마지막 물막이 공사구간인 422m를 제외한 호안 전 구간을 연결

개량공사에서 각종 계측기를 이용해 지반 변형도를 계측하고 그 자료를 컴퓨터로 분

한 후 호안증고 작업을 실시했으며, 11월 12일 최대 난공사였던 최종 물막이 공사를

부터 1986년 3월 31일까지 2년 3개월 동안 실시했다.

식을 가졌다. 호안축조 공사에는 연인원 23만 1143명, 장비 6만 8430대가 동원됐으

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량관리를 추진했다. 침하 안정관리 활동은 1984년 1월 20일

완료해 총연장 13.6km의 호안을 육로로 완전히 개통하고 11월 14일 최종 호안 연결
며, 당초 계획보다 무려 9개월을 앞당긴 1984년 9월 30일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광양

호안축조 공사 1982년 9월 28일부터 1983년 11월 14일에 걸쳐 총연장 13.6km에 달

1기 설비 조기 착공에 크게 기여했다.

하는 거대한 제방을 쌓는 호안축조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공사의 기본설계는 연약지
반에 부지를 조성한 경험이 많은 일본해양컨설턴트가 담당했으며, 실시설계는 제철

준설매립 공사 준설매립 공사는 호안공사 착공 5개월 후인 1983년 2월 28일 착공해

엔지니어링(PEC), 시공은 3개 공구로 구분해 대우건설, 삼성종합건설, 코오롱건설이

1984년 11월 30일 광양 1·2기 설비 및 지원시설 부지, 주택단지 부지 등이 포함되는

담당했다.

760만 3306m (230만 평) 매립을 1단계로 완료했고, 1985년 4월 30일 광양 3·4기 설
2

호안축조는 발파를 통해 확보한 호안 내부 구성용 석재의 품질불량 등으로 시공

비 건설 예정지역, 같은 해 9월 20일에는 업무단지 조성지역 매립을 차례로 완료했다.
이 공사의 기본설계는 일본해양컨설턴트, 실시설계는 PEC가 각각 맡았고, 시공은

현대건설과 대한준설공사가 담당했다. 본격적인 준설매립 공사에 앞서 1983년 4월 1

일 태인수로 공사를, 4월 7일 내도수로 공사를 착공해 돌관작업으로 5월 30일 완공
했다.

준설매립 공사의 평균 매립고는 4.5ｍ였으며, 하루 평균 5만m 를 준설해 총준설
3

토량은 최종적으로 유사 이후 최대 규모인 5920만m 에 달했다. 포항제철은 예정된
3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준설선단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사 절정기인

1983년 9월 무렵에는 국내 준설선단 70%가 현장에 투입됐으며, 연인원 30만 6655
명, 장비 9572대가 투입됐다.
연약지반 개량공사

호안 최종 연결
(198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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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개량은 말 그대로 연약한 땅을 제철소 설비를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땅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느슨한 상부 모래층의 상대밀도를 높이고
중부 점토층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래말뚝(Sand Drain) 또는 모래다짐말뚝(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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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Compaction Pile)을 박고 토사로 하중을 가해 흙

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

지력을 증대시키고 침하시간을 단축하는 공사였

제1산업도로와, 태인도와 진월인터체인지를 연결

속에 포함된 물을 강제로 뽑아냄으로써 토사의 지

에 따라 건설부는 제철소 주 진입로에 해당하는

다. 광양만의 연약지반은 공장 부지 전체에 광범위

하는 제2산업도로를 개통했다. 총연장 8.9km 4차

하게 분포돼 있어, 부지조성을 완료하더라도 장시

선 도로인 제1산업도로는 1982년 5월 6일 착공해

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지속적인 침하가 예상됐

기 때문에 본격적인 설비 건설에 앞서 개량공사는
필수적이었다.

포항제철은 1982년 8월 19일부터 설계 협의를

1983년 6월 24일 광양제철소와 호암인터체인지(현
연약지반 개량공사(1984. 3. 2)

동광양인터체인지)를 잇는 8.6km 구간을 개통했

다. 이어 1991년 3월 진월인터체인지와 태인도를

금호대교 건설공사(1983. 2. 8)

연결하는 총연장 4.5km의 제2산업도로를 착공해

시작해 1983년 1월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일본해양컨설턴트와 상세설계 용역계약을

1994년 12월 말 개통했다.

원을 파견해 관련 기술을 습득했다. 공법은 현장 지반 여건을 감안해 ‘모래말뚝 공

기해 1984년 6월 말까지 확보하고, 조업용수는 수어저수지를 수원으로 1987년 1월

체결했다. 국내 최초로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도입하기 위해 1983년 10월 일본에 직

법’, ‘모래다짐말뚝 공법’, ‘재하(Pre-Load) 공법’을 함께 채택했다. 시공은 호안축조 및
준설매립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삼성종합건설이 담당했으며, 광양 1기 부지는

공업용수 건설용수는 수어저수지를 수원으로 하는 여천공단 공업용수 라인에서 분

말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건설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용수 소요 시점인 1984
년 6월부터 광양 1기 조업 시까지 일일 용수 소요량 6만 7000m 를 기존 여천공단 공
3

1984년 1월부터 1986년 10월까지, 광양 2기 부지는 1985년 5월부터 1988년 3월까지

업용수 계통에서 공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1983년 2월 20일 도화종합기술공사

설계, 침하 안정관리 등의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광양 3·4기 지반 개량공사는 자체

어저수지 하류 5.8km 지점 옥곡마을에 부설돼 있는 송수관로에서 분기해 남쪽으로

시행됐다. 포항제철은 광양 1·2기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시행하며 노하우를 축적해
기술로 시행했다. 1986년 9월에는 연약지반을 개량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기술을 해
외판매 가능 기술로 등록할 만큼 기술을 축적했다.
4. 정부 사업

포항제철은 광양만이 제2공장 입지로 확정되자, 1981년 12월 9일 제철소 건설과 조

업에 필요한 도로, 공업용수, 항만, 인입철도 등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제철소 건설과 조업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정부 사업

으로 추진했다. 건설부는 1983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356호에 의거 광양공업지구 건
설사무소를 개설하고, 총 2072억 3700만 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했다.
도로

포항제철은 제철소 건설과 조업, 향후 설비 확장에 따른 물동량을 감안해 광

양 1기에 271만 3000톤/년, 최종단계 530만 1000톤/년 이상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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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설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여천 공업용수로 송수관로 중 수

약 8.6km 떨어진 제철소 부지까지 공급하는 공사를 실시해 1984년 12월 31일 통수
됐다. 이어 1988년 2월 13.3km에 이르는 용수 관로 신설공사를 착공해 1989년 12월
완공했다.

항만 항만시설 공사는 광양제철소 건설용 기자재와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하기 위한

접안시설, 정박지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한 방사제, 준설토 투기를 위한 수토호안 건설,

선박 항행을 위한 항로 개설 그리고 항로와 정박지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준설 등이
었다.

정부는 1983년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를 통해 설계를 완료하고, 7월 20일 물양부

두를 착공해 1985년 8월 말 준공했다. 설계 과정에서 포항제철이 건설 중인 원료 및
CTS 안벽을 고려해 제품부두 안벽 배치를 결정했다.

원료부두는 1987년 3월 말 초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하도록 폭 350ｍ의 항로 준설
3편 광양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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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정부사업 내역
구분(연도)
항만

공업용수
철도
도로
계

1단계(1982~1990)
180,552
12,530

52,365
8,690

254,137

2단계(1991~1994)
-

-

17,900

17,900

계

(단위 : 백만 원)

180,052
12,530
52,365
26,590

272,037

2장

바다 위에 세운 ‘꿈의 제철소’,
광양 1기 사업

공사를 완료해, 4월 8일에는 철광석 25만 톤을 실은 현대자이언트호가 접안했다. 제
품부두는 제품 하차, 로트(Lot)당 중량, 제품선에 따른 1회당 운송량, 선박 규모에 따

른 제품수송 비율 등을 고려해 1기에는 5000DWT급 2선좌와 2만 DWT급 1선좌로

연장 470ｍ를 건설했다. 제품부두는 초기 단계 물양부두를 비롯해 5000~5만 DWT

1절 최신예 제철소 구현을 위한 설비계획 수립

철도 제철소 조업에 필요한 부원료와 제품의 육상수송을 위해 1983년 6월 16일 광

1. 사업계획 수립

1983년 12월 12일 철도기술협력회에서 완료하고, 1985년 7월 1일 4개 공구로 나누어

조강 300만 톤의 광양 1기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계획은 검토를 거쳐 조강 연

급으로 분포시켰다.

양역에서 분기해 제철소에 이르는 인입철도 19.7km 부설계획을 확정했다. 설계는

착공해 1987년 9월 22일 본선 19.7km를 개통했다. 한편 광양 3기 이후 철도수송 물
동량 증가에 대비해 1988년 8월 금호조차장 확장공사를 착공, 12월 20일 완료했다.

1994년에는 정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부응해 제철소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광양제철소 동쪽 부지에 자원화 단지를 조성해 부국산
업, 영국산업, 광호개발, MRC, 프라임테크 등 5개사를 입주시켰다.

포항제철은 1981년 11월 4일 제2공장 입지가 광양으로 확정되자, 11월 6일 설비 규모
산 270만 톤 규모로 수정돼 1982년 2월 9일 정부 승인을 받았다. 수정된 광양 1기 사

업계획의 골자는 내자 13억 5800만 달러, 외자 8억 1400만 달러, 총 21억 7200만 달

러를 투입하되 내자는 차입금과 자체 이익 및 충당금으로 조달하고, 외자는 전액 장

기 저리의 설비공급자 차관으로 해결하며, 1985년 7월 1일 착공해 1988년 3월 말 준
공한다는 것이었다.

이즈음 국내 철강재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조기 건설 필요성이 대두하자 포항제

철은 완공을 앞당겨 1987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재수정 사업계획을 1984년

4월에 확정해 같은 해 7월 5일 정부 승인을 받았다. 다행히 부지조성 공사가 예상보

다 빨리 진척됨에 따라 포항제철은 1985년 1월 25일 설비공급사, 시공사, 검정사 등

국내외 34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기조정 회의를 열어 1985년 3월 5일 착공
해 1987년 6월 30일 준공하는 것으로 공기를 수정했다.
2. 설비계획 수립

광양 1고로 내용적은 당초 포항 4고로 내용적과 동일한 3800m 로 계획했다.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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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입 연료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전량 코크스와 미분탄을 쓰며 조강 증산 때 모자라

3. MEP 완성

며, 고로의 소결광 배합률은 85%, 코크스공장의 공해방지를 위해 탈황 설비와 활성

△고생산성 및 고품질 추구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인원 절감 △공정관리의

는 용선량은 스크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고로 개수 때 용량 확대는 고려하지 않으
오니(活性汚泥, Activated Sludge) 설비를 계획하고, 향후 코크스 건식소화(CDQ :
Coke Dry Quenching)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고려했다.

제강공장은 250톤급 전로 2기를 설치해 1기씩 번갈아 가며 운전하는 1/2기 조업

체제를 갖춤으로써 설비의 안정성과 수명 연장을 꾀했다. 고철은 자가 발생분만 사

광양 1기 설비 기본기술계획(MEP : Master Engineering Plan)은 △제조비용 절감

효율화 등 최신예 제철소 건설에 목표를 뒀다. 이러한 목표 아래 1982년 1월부터 5월
까지 MEP 초안을 작성했으며, 전사적 MEP 검토 실무반을 구성해 9월까지 검토 보
완을 완료했다.

포항제철은 완성된 MEP 검토를 신일본제철과 독일 티센(Thyssen)에 맡기기로 하

용하며 선철 배합률 80%를 고려해 스크랩 야드를 설치하도록 했고, 연주공장은 2머

고, 1982년 10월 초 기술교섭단을 신일본제철에 파견했다. 그런데 인력 부족 등의 이

의 열간압연 설비가 4피트 밀과 6피트 밀이라는 점을 감안해 열간압연 폭 5피트, 연

철, 일본강관, 스미토모금속 등 3사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모두 완곡한 이유를 들어

신 2스트랜드의 열연 슬래브 전용 연주기 설치를 계획했다. 열연공장은 포항제철소
간 생산능력 최종 450만 톤으로 했으며, 그중 270만 톤은 우선 1기 건설 때 착공하기
로 확정했다.

이 밖에 에너지 절감 및 최첨단 설비 도입의 일환으로 연주공장에서 열연공장까

지 가는 소재 공급 프로세스에 우선 열편장입 압연법(HCR : Hot Charged Rolling)
을 채택하되 향후 롤러 테이블을 연장하면 열간직송 압연법(HDR : Hot Direct

Rolling)도 가능하도록 했다. 15만 DWT급과 25만 DWT급 1선좌를 건설하고 에너

지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코크스오븐가스(COG), 전로가스(LDG), 고로가스(BFG)를

유로 MEP 검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앞서 1981년에도 신일본제

거절했다.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포항제철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포항제철은 일본 철강업계의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티센과의 협력을 확대

했다. 1982년 11월 티센과의 MEP 검토용역 범위를 전 설비로 확대하고, 12월 예비
협상에 들어가 1983년 1월 28일에는 MEP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티센은 같은
해 6월 20일 MEP 검토를 완료했으며, 포항제철은 이를 토대로 7월 11일 MEP를 확
정했다.

광양 1기 MEP의 특징은 당시 세계 철강업계의 최신 설비와 첨단 기술을 모두 적

전량 회수해 각 공장 및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도록 계획했다. 설비는 장래 확장을 고

용한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품종 대량생산으로 고생산성 추구 △슬래

일을 생산하도록 계획했다.

범위 확대와 HDR 공정 채택 등으로 인력과 에너지의 획기적 절감 △공장 관리기능

려해 배치하기로 했다. 제품 구성 면에서는 장차 대량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열연코
설비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 판재 중심,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로 단위 공장을 국제 규모화한다.

그 극소화 조업과 전(全) 연주 조업 등으로 고품질·저비용 조업 추구 △설비 자동화
집중으로 설비 효율 극대화 △중앙집중식 환경감시 시스템 도입과 공해방지 설비 확
충으로 장래 강화될 환경규제 대비 등이었다.

• 공정 단순화 및 에너지 절감에 따른 원가 절감을 위해 전 연주 체제로 건설한다.
• 프로세스 신예화에 의해 제강, 연주, 열연 간을 연속 공정화한다.
• 수입 원료 수송 합리화를 위해 선형을 대형화한다.

2절 유럽과 일본 공급사 경쟁입찰 통한 설비 구매

• 고품질, 고생산성, 저비용 조업 추구를 위해 최신 설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1. 일본 철강업계의 견제와 도입처 다변화

• 품질 향상, 오조작 방지 및 생력화(省力化)를 위해 전산화 범위를 확대한다.
• 생산규모의 대형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량 증가에 대처해 공해방지 설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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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983년 후반기까지 설비 도입처를 확정

특히 박태준 회장은 유럽에 체제하는 동안 아팔터(Heribert Apfalter) 푀스트알피

해야 했다. 당시 세계 철강사들은 2차 석유파동 이후 극심한 불황으로 생존을 위한

네 회장, 헬무트 하셰크(Helmut H. Haschek) 오스트리아 국영은행(OKB) 총재와

하고 있었다. 미국 철강업계는 도산이 속출하면서 대량 해고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연리 6.75%는 당시 미국 우대금리 10.5%나 영국 리보금리 10.75%에 비해 월등하게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설비 확장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
빚고 있었고, EC는 역내 블록주의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감량경영과 합리화
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1981년 2월 포항 4기 설비를 준공하고 850만 톤 체제를 가동한

직접 교섭해 연리 6.75%의 차관 조건으로 설비를 공급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

유리한 조건이었다. 금리 6.75%는 이후 포항제철이 설비 구매 견적 요청 때 제시하는
차관금리의 가이드라인이 됐다.

박태준 회장의 구미 순방 결과는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미

포항제철이 세계 철강업계의 흐름과는 달리 100%를 상회하는 가동률과 흑자경영

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설비제작업체들에 큰 충격을 주었다. 예상과 달리 구미 설비

적인 반발 움직임이 표출됐다.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7차 IISI 연

다. 일본 설비제작업체들은 광양제철소 설비 수주전이 구미 업체의 독차지가 될 우

을 유지하며 1981년 11월 광양제철소 건설을 발표하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노골

차총회의 막후에서는 한국의 광양제철소 건설에 대한 각국의 격렬한 반대 의견이

노출됐으며, 같은 해 12월 미국수출입은행은 광양제철소 건설에 차관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제작업체들이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히고 파격적인 공급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
려가 있다며 일본 철강업계를 압박했고, 철강업계가 끝내 참여를 거부하면 설비제
작업계가 독자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일본 철강업계와 설비제작업계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던 박태준 회장은 1983년 7

포항제철소 건설에 설비와 기술을 제공해 온 일본 철강업계는 더 큰 위협을 느끼

월 말 일본을 방문해 이나야마 요시히로 경단련 회장을 위시한 재계 지도자, 지한파

월하자, 일본 철강업계는 큰 충격을 받아 1981년을 ‘부메랑 원년’으로 명명하는 등 견

일본의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도 한일정상회담 정신에 입각해 협력관계 증진을 강조

고 있었다. 1981년 10월 양국 철강 교역사상 처음으로 물량 면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
제심리가 극에 달했다. 신일본제철이 1982년 10월 광양제철소 MEP 검토요청을 거
부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본이 협력을 거부하자 박태준 회장은 일본의 협력 없이도 광양제철소는 계획대

정치인, 통산성과 외무성 고위인사,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 등과 폭넓게 접촉하며
했고, 경제계에서도 다방면의 접촉을 통해 기술이전을 촉구하는 등 측면에서 다각적
인 노력을 펼쳤다.

포항제철과 정부 및 경제계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일본 철강업계도 종래의

로 건설한다는 결단을 내리고 설비 도입처를 구미로 전환하기 위해 1983년 5월 3일

태도를 바꿔, 8월 6일 열린 철강업계 회담에서 광양제철소 건설에 간접 협력 방식으

소로레(Creusot-Loire), 서독의 오토, 티센, 지멘스, 린데(Linde), 지마그(Siemag), 스

체들도 참여하게 됐으며, 포항제철은 구미와 일본 업체들의 경쟁입찰을 유도해 당시

구미 순방길에 올랐다. 박태준 회장은 5월 6일부터 프랑스의 클레심(Clecim), 크뤼
위스의 BBC, 오스트리아의 푀스트알피네, 영국의 데이비매키(Davy Mckee), 에어프
로덕트(Air Products), 미국의 JMC 등 유럽과 미국의 주요 설비제작업체를 잇따라

로 기술협력을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광양제철소 설비 공급에 일본 설비제작업
세계 최신예 설비를 저렴한 가격과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방문해 한국의 철강 수급 상황과 광양제철소 건설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

2. 설비 국산화 진전

으로 신규 수주가 없어 고전하던 설비제작업계는 270만 톤 규모의 대형 제철소 건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총 4억 6107만 달러 상당의 국산 설비를 구입하기로 결정했

다. 한국의 제2제철 추진에 대한 세계 철강업계의 반발과는 달리, 철강업계의 불황
협력 요청을 받자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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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은 1982년 12월 20일 광양 1기 사업 국산화율을 40% 수준으로 확정하고,
다. 당시 국내 기계공업 수준을 감안할 때 무리한 면이 있었지만, 포항 1기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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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착수한 이래 국내 기계공업을 조속히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설비 확장 때마다 국
산화율을 높여 왔던 그 연장선상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이즈음 한국중공업이 광양 1기 설비의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및 건설을 일괄 수행

전문 제작업체들을 추가로 선정해, 국내 제작사 선정 작업을 완료했다. 그 결과 광양
1기 설비 국산화율은 49.4%를 기록했다.

하고 외국 기술과 차관 도입을 전담해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안을 수립해 상

3. 경쟁입찰 실시

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온 포항제철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경제

로, 제강, 연주, 열연 4개 주설비의 견적사양서를 국내외 36개사로부터 접수했다. 주

공부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신예 제철소 건설을 목표로 오

기획원이 중재에 나서 광양 1기 24개 전 설비를 일괄 수주하려는 한국중공업의 요구
를 16개 설비로 축소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포항제철로서는 이 제의 역시 받아
들일 수 없었다.

포항제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3년 1월 포항제철 기술담당 부사장을 위

원장으로 하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으로는 청와대 중공업담당 비서관,

상공부 제철과장 및 산업기계과장, 기계공업진흥회 국산화 담당 상무, 포항제철 국산

1983년 7월 5일 고로를 포함한 주설비를 발주했고, 3개월 후인 1983년 10월 15일 고
설비 공급에 응찰한 컨소시엄을 회사별로 보면 국내 5개사, 일본 3개사, 서독 3개사,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각 1개사로 6개국 14개사였다. 포항제철은 최소 비용으로
최신예 제철소를 건설한다는 원칙으로 최신예 설비 공급 가능성 여부, 공급가격, 금

융조건을 포함한 제반 계약조건을 최우선 조건으로 검토해, 1983년 12월 19일 주설
비 공급처를 확정했다.

광양 1기 설비 구매 과정에서는 국산화 비율을 제고하면서 성능 보장과 기술이전이

화 담당 이사, 윤동석 고려대학교 교수, 육굉수 인하대학교 교수, 남준우 국민대학교

용이한 컨소시엄 방식을 채택했고, 고로 등 주설비의 공급처를 유럽으로 전환해 일본

국산화 비율을 제고하면서 성능 보장과 함께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용이한 국

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수의계약 형태도 경쟁입찰 형태로 전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

교수 등 정부, 학계, 관련 단체 전문가 등 9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내외 제작사 간 컨소시엄 방식을 제안해, 이 방식을 광양 1기 설비 구매 방식으로 채
택했다.

포항제철은 이와 병행해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설비국산화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자본금 30억 원 이상 되는 업체로서 제철 또는 유사 설비 제작 실적을 보유한 국내
기계 및 전기 제작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1983년 2

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췄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제철 설비를 구매할 때 통상적
뒀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광양 1기 열연공장 설비공급사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상사는 포

항제철에 감사의 표시로 1985년 4월 녹나무 20주를 기증했다. 당시 일본의 제철소들은
환경정화와 소음 차폐 등을 위해 녹나무를 식재했지만, 광양제철소에는 녹나무가 없는

점에 주목해 일본에서 자란 녹나무를 보낸 것이었다. 그러나 녹나무를 인수하러 부산
항에 도착한 직원들은 녹나무를 확인한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다. 녹나무 20주가 모두

과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한중
기, 강원산업, 대우조선, 대한조선공사, 동국중기

광양 1기 주설비 공급선
설비

등 8개 업체가 설비 공급에 참여할 적격업체로 판

단됐다. 포항제철은 1983년 5월 16일 제2회 기술자

제선

산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제작사로 확정했다.

연주

제강

문위원회를 열어, 이들 업체를 광양제철소 설비 국

1983년 11월에는 소각로 등 총 11개 전문 품목의
196

포스코 50년 통사

영국 데이비매키와 광양 제선설비 공급계약 체결(1984. 3. 7)

열연

컨소시엄

데이비매키(영국)-한국중공업
푀스트알피네(오스트리아)-현대중공업
만네스만데마그(서독)-현대중공업
미쓰비시상사(일본)-한국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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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와 잎을 잘라낸 지름 15cm, 길이 2m의 흡사 막
대기 같은 나무줄기만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은 나
무를 살려서 운송하기 위해 뿌리가 있던 줄기의 아

랫 부분을 이끼로 덮고, 운송차량에도 흙을 쌓아 나

무를 심은 상태로 광양까지 운송했다. 포항제철은
현 동백생활관 인근에 특별 삽목장을 조성해 녹나
무를 정성스럽게 돌봐, 20주 가운데 18주를 착근시

키고 푸른 잎을 틔우는 데 성공했다. 이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986년 제철소 2문 옆 그린 존(Green

1986년 광양제철소 2문 옆 그린 존으로 이식한 녹나무(2017)

Zone)으로 이식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양 1기 설비 종합 착공
(1985. 3. 5)

3절 연약지반 위의 설비 건설

예 제철소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270만 톤 체제의 광양 1기 설비 종합 착공식을

1. 안병화 사장 취임

는 원료처리·소결·증기·가스·시험검정 설비, 4월 26일에는 발전설비, 6월 5일에는 산소

가졌다. 종합 착공 당일에는 고로, 코크스공장, 제강공장, 연속주조공장, 4월 3일에
공장 설비를 착공했다. 광양제철소 건설 현장에는 건설역군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광양 1기 설비 종합 착공을 한 달 앞둔 1985년 2월 5일 안병화 3대 사장이 취임해 광

‘포항에서 쌓은 기술, 광양에서 꽃피우자’라고 쓴 대형 아치도 세웠다.

양제철소 건설을 진두지휘했다. 안병화 사장은 대한중석 재직 중 1968년 4월 포항제

포항제철은 광양 1기 설비 종합 착공 이후 치밀한 공정관리를 위해 사장 주재로 시

철 출범과 함께 업무부장으로 입사했다. 1972년 2월 업무 및 원료 담당 상무이사로

선임됐고, 서울사무소장 등을 거쳐 1979년 2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1982년 10월
동진제강(현 동부제철) 사장에 취임해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이룬 뒤, 2년 3개월 만
에 포항제철 사장으로 복귀했다.
2. 종합 착공과 과학적 공정관리

포항제철은 광양이 입지로 확정되기 전인 1981년 10월 1일 3개부로 구성된 건설본부

안병화 3대 사장

공업체, 국내외 설비공급사, 필요한 경우 제철 관련 회사와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

데 월간 건설회의를 열고, 종합 건설 진도, 설비별 공사진행 현황, 예상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또 건설본부장 주재로 주간 공정추진회의를 개최해 건설 공정을 더욱 심
도 있게 다뤘다. 월간 건설회의는 1987년 4월 20일까지 총 63회, 주간 공정추진회의
는 1987년 4월 3일까지 총 196회 열었다.

과학적인 공정관리를 위해 미국 MMSI의 MAPPS(Management & Project

를 발족시키고 광양 1기 건설에 대비했다. 11월 4일 광양이 입지로 확정되자 12월 1

Planning System)를 도입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전체 공사에 적용했다.

1984년 10월 15일에는 늘어나는 국내 열연코일 수요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먼저 열

학적이고도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최신 공정관리기법이었다. 포항제철은

일 현지에서 사업 초기 제반 건설업무를 담당할 건설사무소를 개소했다.

연공장을 착공했고, 그로부터 5개월쯤 지난 1985년 3월 5일 ‘21세기를 겨냥한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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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S는 시간, 경비,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과

MAPPS 기법을 적용해 각 작업 요소들의 정보를 입력하고, 전산 처리된 결과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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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1기 설비 가운데 최초로 착공된 열연공장은 1월 19일 시험가동 결과 무오작

단해 인원, 장비, 자재 등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이는 포항제철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기도 했다. 포항 1기 설비 건설 때부터

연속압연 371본을 생산함으로써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1월 22일 시제품 200톤을

공기 단축을 이룩한 것이었다.

공장을 준공하고, 3월 24일 산소공장, 3월 31일 가스·시험검정·철도 설비 등을 잇따라

출하했고, 2월 28일 준공돼 연산 264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이어 3월 2일 연주

과학적인 공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시 PERT를 도입해 효율적인 공정관리와

준공했다.

광양제철소 건설공사의 가장 큰 난점은 연약지반 위에서 시행된다는 점이었다. 연

광양 1고로는 아시아 최초의 영국식 고로로서 4월 24일 오전 11시 화입해 22시간

약지반 때문에 무거운 장비들이 뻘 속에 가라앉아 전복되는 등 공사 초기부터 난항

후인 4월 25일 오전 9시 순조롭게 첫 쇳물을 쏟아냈다.

이 계속됐다. 열연공장 건설현장에서는 1985년 5월 12일부터 3일간 계속된 집중호우

로 지하 13ｍ까지 설치한 스케일 피트(Scale Pit) 가설 철재가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거대한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기
를 단축하고 건설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트파일(Sheet Pile) 공법을 채택한 것이 직

4절 1180만 톤 체제 구축

즉 불규칙한 기반암에 대응하기 위해 케이슨 하부 암반에 스틸파일을 박은 후 케이

1. 종합 준공

4개월의 공정은 6월 1일부터 24시간 돌관작업을 통해 만회했다.

을 가졌다. 1985년 3월 5일 종합 착공되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단축한 2년 2개월 만

접적인 원인이었다. 설계부 및 PEC 직원들은 며칠을 두고 연구한 끝에 케이슨 공법,
슨 콘크리트를 타설하며 침하시키는 공법을 채택해 문제를 해결했다. 사고로 지연된

포항제철은 1987년 5월 7일 조강 연산 270만 톤 규모의 광양 1기 설비 종합 준공식

광양 1기 공사는 이처럼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공기지연 문제가 자주 대두됐다.

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바다 위에 건설한 최신예 제철소를 탄생시킨 것이었다.

각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장마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했기 때문에 24시간 돌관

종합 준공식에는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토마스 그레이엄(Thomas

작업으로 공사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부족한 골재를 확보하기 위해 섬진강의 모래

를 채취하고, 제철소 부지 인근 석산을 개발해 사용하는 등 난제를 해결해 가며 공
사에 박차를 가했다. 광양 1기 공사의 절정은 1985년 8월부터 11월까지였다. 당시 하

루 레미콘 사용량은 무려 4000~5000m 였으며, 이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간
3

부진을 석산에 상주시켜 골재 채취 공사를 독려했다.

1987년 1월 6일에는 광양 1고로 화입 109일을 앞두고 종합 카운트다운에 들어갔

다. 종합 카운트다운 돌입과 함께 소본부에 상황실을 설치해 일정을 중점 관리하
는 한편, 담당 부사장 주재로 매주 월·수·금요일에 카운트다운 회의를 개최해 마지

막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1월 22일에는 광양제철소 조업용으로 브라질 투바랑

(Tubarao)항에서 철광석 분광 12만 톤을 선적한 대양하니호가 입항했고, 4월 8일에

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철광석 운반선인 25만 톤급 현대 자이언트호가 원료부두에 입
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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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1기
종합 준공(1987. 5. 7)

광양 1고로 전경

C. Graham) 미국 USX 사장, 다케다 유타카(武田豊) 신일본제철 사장, 홀슈(L.

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준 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치한 제강공장, 100% 연속주조를 위한 연주공장, 열연공장 등 10개 공장과 항만

했으며, 이로써 포항제철은 기존 포항제철소를 합쳐 1사 2소 체제에 의한 1180만 톤

원, 외자 5116억 원(4억 7900만 달러), 합계 1조 6991억 원을 투입했으며, 총투자비의

Holschuh) IISI 사무총장, 설비공급사와 시공사 대표 등 국내외 귀빈, 그리고 박태
박태준 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광양제철소는 세계 최첨단의 기술과 설비로 건설

의 조강생산 능력을 보유해 자유세계 5위의 제철소로 부상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포항제철은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철소로 키워 나가는 한편, 증대하고 있는 국내 철강재
수요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선진 제국의 철강산업이 갈

수록 침체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거대한 제철공장의 용

광로에 새로이 불을 지핌으로써 융성하는 나라의 기개를 온

세계에 과시해 세계 9위의 철강대국으로 부상했다”라고 말하

고, “광양제철소가 준공됨에 따라 이 일대에는 많은 관련 산업
시설이 들어서게 돼 광양은 남해안 광역경제권의 중심으로 등
장해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국토의 균형개발에도 크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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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1기 사업 개요 ]

• 건설 기간 : 1985. 3. 5~1987. 5. 7(26개월)

• 투자비 : 1조 6991억 원(내자 1조 1875억 원,
외자 5116억 원)

• 투입 인력 : 연인원 544만 2634명
• 건설 단가 : 723달러/톤

• 조강생산 능력: 270만 톤(누계 1180만 톤)

광양 1기 설비는 내용적 3800m 대형 고로를 비롯해 250톤 용량의 LD전로를 설
3

하역 설비 등 14개 부대시설로 이뤄졌다. 광양 1기 설비 건설에는 내자 1조 1875억
70%에 해당하는 소요 내자 전액을 포항제철이 자체 조달했다.

광양제철소는 국내 건설 역사상 최초로 바다 위에 건설했으며, 포항제철소와 달리

설비공급사만 해도 한국중공업 등 국내 15개사, 데이비매키, 푀스트알피네, 만네스
만데마그, 미쓰비시상사 등 해외 5개국 17개사가 참여했고, 시공에는 현대건설, 대림

건설, 동아건설, 삼환건설 등 국내 18개사가 참여했다. 광양 1기 설비 건설에는 연인
원 544만 2634명과 각종 장비 18만 3122대가 동원됐다. 정부도 항만, 철도, 도로, 용
수 등 정부사업을 적기에 완료해 광양 1기 설비 조기 준공을 뒷받침했다.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를 건설함으로써 기존 포항제철소와 함께 1사 2소 체제에

의한 1180만 톤의 조강생산 능력을 보유해 조강생산 능력에서 세계 5위의 제철소로
부상했으며, 우리나라를 세계 9위의 철강대국에 올려놓았다.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조선, 전자, 기계 등 철강소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게 됐고, 제철소를 중
3편 광양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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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연관 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광양이 남해안 광역경제권의 중심으로 성장

3장

해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국토의 균형개발에도 기여하게 됐다.

선진경제 도약의 디딤돌,
광양 2기 사업

광양 1기 설비의 톤당 건설 단가는 7~10년 전에 건설된 브라질, 타이완 등 외국 제

철소보다 저렴한 723달러에 불과해 국제 경쟁력을 보장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연
속자동공정 체제를 갖춰 고로에서 생산된 용선으로 열연코일을 생산하기까지 소요

되는 시간을 종래 4~5일에서 8시간 30분으로 크게 단축했으며, 100% 연속주조, 압

연 형상제어 등 최첨단 제철기술을 도입해 국제 경쟁력을 갖췄다. 광양 1기 설비 준공
으로 국내 철강 자급도는 75%선에서 85%로 향상됐으며, 1조 9465억 원의 연관산업
생산 유발효과, 380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억 7000만 달러의 국제수지 개선효

1절 자체 엔지니어링을 통한 설비계획 수립

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광양 1기 설비는 49.4%의 국산화를 이룸으로써 국내 기계
공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1. 사업계획 수립

포항제철이 광양 1기 사업을 시작으로 광양만의 역사를 만들어나갈 즈음, 세계 철

2. 정명식 사장 취임

강업계에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호황을 누리던 미국과 일본 등 철

1987년 7월 29일 정명식 4대 사장이 취임했다. 정명식 사장은 1970년 2월 포항제철

강 선진국들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불황에 시달리면서 신·증설 엄두를 못 내

건설관리부 조사역으로 입사해 토건부장을 거쳐 1973년 2월 이사, 1975년 2월 상무

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WSD(World Steel Dynamics)의 세계 철강 수요 중

이사, 1979년 2월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1987년 7월 28일 이사회에서 제4대 사장
으로 선임됐다. 정명식 사장은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1사 2소 체제에서의 경영관
리와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등의 중책을 담당했다.

정명식 4대 사장

장기 전망에 따르면 철강 생산능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철강 수요는 1.4%씩 소폭이

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 1980년대 후반에는 철강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철강업의 흐름과는 달리 철강업과 중공업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다. 특히 건설, 조선, 자동차, 기계, 전기, 전자산업 등
철강 다소비 산업이 주종인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이들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

루기 위해서는 철강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보다 요긴했다. 포항제철은 광양제철

소의 안정적인 조업기반이 되는 양폐 체제 구축을 위해 광양 2기 설비 증설이 시급
했다.

포항제철은 당초 광양 2기 설비를 1987년 3월 착공해 1989년 4월 준공한다는 사

업계획을 수립해 1985년 3월 15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 철강재
공급 부족이 1990년에는 7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강 연산 2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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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규모의 광양 2기 설비를 1986년 9월 30일 착공해 1988년 10월 31일 준공하는 것

으로 변경했고, 포항 3고로 개수에 따른 생산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준공일을 다시
1988년 7월 12일로 앞당겼다.

광양 2기 설비 건설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내자 6762억 원, 외자 2억 3637만 달러,

총 9344억 원으로 계획했다. 차관 조달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건이

효율을 극대화한다.

• 환경보전을 위해 공해방지 설비 및 환경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 고생산성 추구 및 자원절약, 품질향상을 위해 최신 설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포항제철은 광양 2기 기본기술계획(MEP)을 작성하면서 광양 1기 설비와 호환성

유리한 설비공급자 차관으로만 조달하고 내자는 최대한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을 고려함은 물론 관련 신기술을 총망라해 최대한 반영했다. 1984년 9월 작성 지침

2. 설비계획 수립

일 MEP 레이아웃 작성을 완료하고, 기획및설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8일 확정

광양 2기 주요 설비의 사양과 규모를 보면, 우선 광양 2고로는 내용적을 1고로와 동
일하게 3800m 로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탈석유화(Oilless)하기로 했다. 제강공
3

을 확정하고 1985년 2월 24일 초안 작성을 완료했으며, 수정 및 보완을 거쳐 6월 25
했다.

특히 광양 2기 사업계획 수립, MEP 작성 및 검토, 구입사양서 작성, 견적 및 도면

장은 전로의 규모를 250톤급으로 해 광양 1기와 함께 전로 3기 가운데 2기씩 로테이

검토, 건설감독 및 조업지도 등 일련의 제철 엔지니어링 업무를 자체 역량만으로 수

는 것을 전제로 97.2%로 계획했다. 연주공장은 열연재 및 후판재 겸용 연주기 1기를

적어도 1세기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됐으나, 포항제철은 창립 후 불과 17년 만에 선

션으로 운전하는 2/3기 가동체제로 하고, 선철 배합률은 자가 발생 고철만을 사용하

추가하고, 열연공장은 1기 열연설비를 보완해 슬래브 처리능력을 연산 270만 톤에서
450만 톤으로 증강하기로 했다.

장차 광양 2기 조업 시 증가되는 원료와 제품을 하역하기 위해 15만 DWT급 선좌

(안벽 구조는 25만 톤급 접안 가능)와 3만 DWT급 및 5000DWT급 1선좌를 신설하

기로 하고, 설비확장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과 공해 증가에 대비해 COG 탈류설비
및 배수종말처리설비를 설치하고, BFG, COG, LDG는 회수해 각 공장에 우선 공급
하며 잔여량은 자가발전설비에 공급하도록 계획했다.
광양 2기 설비계획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 광양 1기와 동일한 생산방식으로 고품질, 고생산성, 저비용 조업을 추구한다.
- 용선의 예비처리

- 용선의 노외정련처리

- 전 연속주조 방식에 의한 슬래브 제조
- 제강, 연주, 열연 공정의 직결화

• 생산관리 정도 향상을 위해 설비 전산화 및 자동화 범위를 확대한다.

• 광양 1·2기 설비 간 호환성을 부여해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며, 공장관리 기능을 집중화시켜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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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했다. 철강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제철 엔지니어링 업무를 자력으로 수행하는 데
진국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력수행 체제를 구축한 것이었다. 이는 포항제
철이 그동안 일본 등 철강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동시에 자체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였다.

2절 설비 조기구매로 예산 절감
광양 1기 설비 공급계약 협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84년 2월 킹던(R. Kingdon) 데
이비매키 사장이 박태준 회장에게 광양 2기 설비를 광양 1기 설비와 동일한 가격과
차관조건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왔다. 그 후 만네스만데마그와 푀
스트알피네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왔다.

포항제철로서는 이미 치열한 경합을 통해 결정된 광양 1기 설비와 같은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구매 시기를 늦추면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광양 1기 설비

와 같은 저렴한 가격 및 양호한 금융조건으로 구매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광
양 2기 설비를 조기에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상공부에 건의했고, 상
3편 광양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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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1984년 5월 1일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광양 2기 설비는 주로 광양 1기 설

포항제철은 포항 1기 설비 공사 이래 광양 1기 설비 건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

비공급사와 같은 업체를 지정했으며, 원칙적으로 광양 1기 설비 구매 방안을 기준으

을 겪었지만, 광양 2기 설비 건설에도 큰 어려움이 따랐다. 최초의 시련은 자연 재해였

광양 2기 설비 건설에서도 설비 국산화는 주요 쟁점이었다. 포항제철은 설비 국산

외한 18개 설비가 예정대로 건설되고 있었다. 그런데 6월에 A급 태풍 셀마가 덮쳐 광양

로 결정했다.

다. 1987년 들어 총 22개 설비 가운데 가스·항만하역·구내수송·시험검정설비 등을 제

화 폭을 확대해 광양 1기의 49.4%보다 높은 55.4%로 책정했다.

2기 설비 공사와 관련이 있던 140여 개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모터, 크레인 등을
생산하는 경원기계를 포함해 7개사가 심한 피해를 보는 바람에 광양 2기 설비 공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3절 험난했던 건설 공사

두 번째 시련은 1987년 6월 민주화 과정에서 진행된 전국적인 노사 분규였다. 광양 2

기 설비 공사와 관련된 업체 162개사도 노사분규를 피해 가지 못했고, 더구나 인접한
여천화학공단 신증설 공사까지 겹쳐 건설 기능인력 확보에 많은 애를 먹었다. 종합 준

1. 자연 재해와 노사 분규 극복

공을 목전에 둔 1988년 6월 하순경에는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들이 공해방지 시설 설치

포항제철은 1986년 8월 29일 미리 착공한 열연공장을 필두로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

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면서 건설현장과 광양만을 잇는 금호교와 태인교를 차단하

나 앞당긴 1986년 9월 30일 광양 2기 설비 공사를 종합 착공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는 바람에 시운전 요원을 선박으로 수송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

사장이 주관하는 월간 건설회의와 건설본부장이 주관하는 주간 건설회의를 통해

포항제철은 광양 2기 설비 건설이 막바지에 도달하자 2고로의 성공적 화입을 위해

건설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월간 건설회의는 1986년 10월 27일부터 1988년 6

D-91일이 되던 1988년 5월 25일 종합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으며, 5월 26일에는 고로 화

월 17일까지 22회, 주간 건설회의는 1986년 10월 17일부터 1988년 6월 17일까지 37

입일을 8월 1일에서 7월 12일로 앞당김에 따라 카운트다운 일자를 D-67일에서 D-47일

회 열렸다.

로 바꾸어 관리했다.

카운트다운 기간 중 모두 780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했다. 특히 소결설비 준공을

하루 앞둔 6월 30일, 소결공장 주배풍기 대형 팬에 균열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포항제

철은 비상복구팀을 즉각 구성해 일단 균열 부위를 응급 조치한 후 조심스럽게 시험조
업에 임하는 한편, 기존 날개를 새로 제작해 교체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 이 사건

은 당초 소결설비 공급사인 푀스트알피네에서 팬 전문 메이커인 서독 KKK 대신 가격
이 다소 싼 스웨덴 플랙트(Flakt) 제품을 공급하는 바람에 기초 및 용접상 문제를 일

으킨 것이었다. 이러한 난관을 겪으며 마무리 작업에 임한 결과 1988년 7월 12일 고로
에 불을 지필 수 있었다.

광양 2기 설비 종합 착공
(198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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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사업

광양 2기 설비 건설과 관련해 정부는 광양 1기 사업에 대비해 추진했던 정부 공사의
3편 광양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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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로 항만, 용수공급 공사를 진행했다.

정부는 광양 1기 설비 건설 당시 폭 350ｍ의 항로를 준설한 바 있었다. 광양 2기 설

비 건설을 위한 준설공사는 이 항로를 대형 선박이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폭
500ｍ로 준설하는 공사였다. 또 25만 DWT급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광양 2기

원료부두 공사와 관련 정박지 준설공사도 실시했다. 항로 준설과 부두 건설공사에
는 사업비 211억 3900만 원이 투입됐다. 이와 함께 수어저수지에서 광양제철소 수수

지까지 직경 1500mm 및 1350mm의 송수관을 추가로 부설해, 광양 2기 설비 가동

단계는 물론 최종 확장 단계에 필요한 일일 23만m 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3

했다. 이 공사에는 사업비 100억 3000만 원이 투입됐다.

광양 2기 종합 준공
(1988. 7. 12)

4절 1450만 톤 체제 구축

6개 설비제작업체, 해외에서는 영국 데이비매키 외 12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연인원

1. 종합 준공

포항제철은 1988년 7월 12일 조강 연산 270만 톤 규모 광양 2기 설비 종합 준공식을

372만 340명과 각종 장비 15만 258대가 동원됐다.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해 안병화 상공부 장관 등 정부 관계

2. 세계 8위 철강대국 부상

빈과 박태준 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다.

신일본제철, 프랑스 유지노사실로(Usinor Sacilor)에 이어 세계 3위의 대형 철강기업

자, 주한 외교사절, 설비 제작업체 및 공급업체 대표, 시공업체 대표, 현지 주민 등 내
광양 2기 설비는 철강재 부족으로 인한 관련 산업 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는 일념으로 설비제작사, 건설업체 등과의 공동노력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18
일 단축해 준공했다. 특히 광양 2기는 전 공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생
산관제 시스템은 물론 완전 연속주조설비, 직송압연설비, 탈가
스 및 에너지 극소화 설비를 갖춘 최신예 설비로서, 소품종 대

[ 광양 2기 사업 개요 ]

개 설비로 구성됐다.

• 투자비 : 1조 2958억 원(내자 8945억 원,

총 1조 2958억 원이 투입됐으며, 소요 내자 전액을 회사 자체

• 건설 단가 : 473달러/톤

량생산 체제를 구현하는 고로 등 9개 공장과 발전설비 등 13
건설에는 내자 8945억 원, 외자 4013억 원(4억 900만 달러),

자금으로 조달했다. 국내에서는 현대건설 외 14개 건설회사와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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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은 광양 2기 설비 준공으로 조강 연산 1450만 톤 체제를 갖춤으로써 일본

으로 부상했다. 또 우리나라는 철강 생산능력이 2100만 톤으로 늘어나 자유세계 6
위, 전 세계 8위의 철강대국으로 올라섰다. 특히 광양 1기 건설 때의 선행투자가 있었

기 때문에 건설 단가를 톤당 473달러로 낮출 수 있었다. 이로써 광양 1·2기 평균 건설
단가는 톤당 598달러를 달성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 건설 기간 : 1986. 9. 30~1988. 7. 12
(21개월)

외자 4013억 원)

• 투입 인력 : 연인원 372만 340명
• 조강생산 능력 : 270만 톤(누계 1450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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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세계 3위 조강생산 체제 구축,
광양 3기 사업

로 했다. 또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제조공정과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확
장을 위해 설비 배치와 기능상 사전 계획 사항을 고려하며 △환경보전설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환경관리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포항제철은 이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1987년 8월 10일 광양 3기 설비 기본기술계

획(MEP) 작성지침을 수립하고, 11월 말 기획및설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MEP를
최종 확정했다. 광양 3기 설비는 내용적 3800m 고로 1기, 1회에 용선 250톤을 처리
3

하는 전로 2기, 연간 270만 톤의 슬래브를 생산하는 연주기, 연간 295만 톤의 열연코
일을 생산하는 열연공장을 비롯 코크스공장, 소결공장 등 9개 공장, 16개 설비로 구

1절 규모의 경제 실현 위한 설비계획 수립
광양 2기 설비 준공 즈음인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 중심 산업구조로

성됐다.

설비계획 수립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히 유의했다.
• 고로 개수에 대비한 용량 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강 생산량을 증가시킬 경우 스크랩을 추가
로 구입해 사용하도록 한다.

급속히 개편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1990년에는 550만 톤, 1992년에

• 고로의 내용적은 1·2고로와 동일한 3800m3급으로 하고 취입 연료는 코크스와 미분탄으로 한다.

역시 1995년 기준 열연코일 67.3%, 냉연코일 58.3%, 후판 54.1%로 떨어지는 등 공급

• 연주공장은 연주기를 2머신 2스트랜드의 열연슬래브 전용으로 하고, 열연공장의 제품 최대 폭을

는 750만 톤, 1996년에는 1300만 톤의 철강재 공급 부족이 예상됐다. 제품별 자급도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포항제철이 건설 중인 광양 2기 설비가 가동되더라도 국내 철강소비 형태가 선진

국형 소비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제품의 다양화·고부가가치화가 절실했다. 포항제철

은 철강재 공급 부족과 수요변화에 미리 대처하고, 경영 면에서는 대규모 생산체제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광양 3기 설비를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
을 검토했다.

• 제강공장의 전로는 250톤급 2기를 신설하여 1/2기 가동체제로 하고 전로의 선철배합률은 자가 발생
고철만 사용하여 96.6%로 한다.
1570mm로 한다.

• 3기 안벽은 15만DWT급 1선좌로 하고, 3기 공업용수의 수원은 수어저수지로 하되 연관단지 및 연관
사업을 고려하여 관로를 계획하며, 설비 배치와 기능 면에서 장래의 확장을 부분적으로 고려한다

2절 설비 구매 방식 탄력 운용으로 국산화율 제고

광양 3기 설비는 기존 광양 1·2기와 같은 규모인 조강 연산 270만 톤 체제, 광양제

광양 3기 설비는 광양 1·2기 설비와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건설 경험을 활용하기

300만 톤을 처리하는 열연공장을 추가로 건설해 1·2열연공장에서 750만 톤을 처리하

했다. 포항제철은 광양 3기 설비 건설에서 설비 국산화를 더욱 진전시켰다. 국산화율

철소 전체로는 연간 조강 810만 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슬래브 기준 연간
고, 나머지 60만 톤은 반제품 슬래브 형태로 생산하도록 했다.

광양 3기 사업 기본방향은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관리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화·전산화 범위를 확대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프로덕트 믹스를 계

획하며 △자원절약, 에너지절감, 인력절감을 위해 최신 설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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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대부분 기존 설비공급사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구매 방안과 발주 단위도 유사

제고를 위해 설비 발주 단위별 계약방식을 결정할 때 광양 1·2기 설비 구매 당시의 컨

소시엄 설비였던 원료처리설비, 소결설비, 소결 배열 보일러, 석회소성설비, 원료 하역

기 등은 국내 업체와 단독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외국 단독 계약 방식이던 에너
지센터설비는 국내 기술이전을 위해 컨소시엄 계약방식으로 구매방법을 변경했다.
3편 광양제철소 건설

213

이를 통해 광양 3기 설비 국산화율을 61.3%까지

3절 노사분규 속 건설 강행

하지만 가스설비를 제외한 상당한 설비는 불가피

1. 우여곡절로 점철된 공사

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

장, 연속주조공장을 시작으로 종합 착공했다. 열연공장은 국내 열연코일 수요를 조

끌어올렸다.

하게 외국 설비공급사 주도형 컨소시엄 계약 방식

광양 3기 설비는 광양 2기 설비 종합 준공 3개월 뒤인 1988년 11월 1일 고로, 제강공

는 △공업 소유권, 신기술 개발 등 제철 전용 설비
의 특성과 주요 기기 제작능력 등에서 국내 업체

의 설비 공사 수행능력이 미흡해 국산화 정책은 한
계에 직면했고 △국내외 시장의 제한으로 국내 업

기에 충족하기 위해 광양 2기 때와 마찬가지로 종합 착공에 앞서 착공했다. 이어 12
광양 3기 설비 종합 착공(1988. 11. 1)

월 1일 원료처리·소결·산소공장 설비를 착공했으며, 해를 넘겨 1989년에 석회소성·배
수종말·공작정비공장 설비를 단계별로 착공했다.

광양 3기 설비 건설은 인력난, 잇따른 노사분규, 주민 농성 등의 우여곡절 속에 진

체의 엔지니어링 및 제작 기술 축적이 여의치 못했으며 △포항제철 입장에서는 제품

행됐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고임금화 현상은 국내 전 산업계로 퍼져 나갔고, 이

적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택 200만 호 건설에 따라 건설자재 품귀와 인력난도 광양 3기 설비 건설의 어려움을

품질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최첨단 기술 도입이 불가피한 데 비해 국내 업체의

광양 3기 설비도 광양 1·2기 설비와 동일한 계약기준으로 동일한 공급사에 발주함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고가 견적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요 설비공급사가 광양 1·2기
설비 건설의 기여도 및 기술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

는 건설비 증가로 이어져 국제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가 추진한 주
가중시켰다. 서울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건설경기는 살아났지만, 포항제철로
서는 기능인력과 건설자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광양 3기 설비 건설공사에서 가장 큰 난관은 제작관리 부문이었다. 포항제철이

을 했다. 대신 견적가액이 추정 예가보다 높을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꾸준히 추진한 설비 국산화 정책에 힘입어 광양 3기 건설 관련 설비 국산화 비율은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해외 주요 설비공급사와 예비접촉을 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비롯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총 22개사가 참여했다. 문제는 이즈

는 방침을 설비공급사에 미리 확인시켰다.

설비공급사들이 제출한 견적가는 추정가를 훨씬 상회했고, 가격협상이 쉽지 않았
다. 박태준 회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설비 구매 상황을 보고받고, 가격협상 방향과 지

침을 하달하는 등 설비 구매업무를 직접 진두지휘했다. 그 결과 열연, 고로, 제강, 코
크스, 냉연설비 등 주요 설비를 당초 추정한 예정가격 내에서 구매할 수 있었다.

광양 3기 설비 중 원료처리설비는 삼성중공업, 소결설비는 현대중공업이 단독으로

제작 공급했다. 이들 업체들은 광양 3기 설비 공급을 통해 철강 후발국의 제철 설비
수주경쟁에서 외국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체 기술력을 향상
시켰다.

61.3%에 달했다. 국내 기자재 공급사로는 광양 1·2기 건설에 참여한 한국중공업을

음 전국으로 확산된 노사 분규로 인해 이들 업체도 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없

다는 것이었다. 국내 기자재의 80% 공급을 담당한 4개 중공업사의 노사분규는 한
국중공업 42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61일, 한진중공업 75일, 현대중공업 125일

에 달했고, 나머지 18개 업체도 2개월 이상 노사분규를 겪었다. 포항제철은 광양 3

기 설비 건설의 공기 준수를 위해 총력비상체제를 갖추고, 각 설비제작사에 감독요
원을 파견해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외국 설비공급사와도 긴밀히 협의해 제작 물량

의 일부를 외국 공급사로 전환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건설에
임했다.

건설 현장에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레미콘업체에서도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포항

제철은 광양 2기 설비 공사 이후 광양제철소 확장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를 쌍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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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동양시멘트, 중원산업 등 3개사를 통해 공급받아 왔다. 발단이 된 것은 1989년 3

월 공기단축을 위해 동양시멘트에 레미콘 차량의 추가 투입을 요구하자, 동양시멘트

가 차량을 늘리면서 속초공장 개인 지입 차량 5대를 광양 현장에 추가로 투입했다.

과정을 면밀히 관리하며, 모두 917건의 이슈를 처리한 결과 1990년 12월 4일 성공적
인 종합 준공을 맞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광양 현장의 레미콘 차량 운전원들이 지입 반대 투쟁을 벌인 것이었다.

2. 광양 1·2냉연공장 건설로 자급도 향상

서 레미콘 운전원 단체행동은 3사 연대투쟁으로 번졌다.

장에 따라 급증하는 고급강판 수요를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광양제철소에도 냉연공

같은 시기에 쌍용양회에서도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여기에 중원산업까지 가세하면

이들은 1989년 3월 2일 쟁의발생 신고를 하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휴무 △원

거리 우회 운행 △시속 10km의 저속 운행 등을 전개했고, 이 바람에 콘크리트 타설

포항제철은 광양 2·3기 설비 건설기간 중 국내 자동차산업과 전자산업의 급속한 성
장 건설을 추진했다.

연산 122만 5000톤 규모의 광양 1냉연공장은 1987년 4월 1일 착공해 1989년 1월

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포항제철은 분규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한편, 레미

19일 준공했으며, 최신예 연속냉간압연, 용융아연도금, 연속소둔 및 기타 부대 설비

천 등지에 있는 레미콘업체에 공급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3월 14

중공업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용융아연도금설비는 현대중공업과 프랑스 클레심

콘 공급업체에는 3월 15일까지 정상 공급을 하도록 촉구하고 추가로 여수, 여천, 순
일부터는 레미콘의 정상 공급이 이뤄졌다.

슬래그 처리를 위한 부지 확장공사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관행 어업권을 주장하

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포항제철은 조업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슬래그를 최대한
자원화하고 자연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철소 동쪽에 2050년까지 슬래그를

처리할 수 있는 760만 3306m (230만 평)의 부지 확장공사를 추진했다. 이 공사는 섬
2

로 이뤄졌다. 산세압연설비는 한국중공업과 일본 이토추상사, 연속소둔설비는 삼성
(Clecim)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급했다. 공사비는 외자 1억 7306만 달러를 포함해
총 4134억 원이 투입됐다. 포항제철은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냉연강판 41만 톤, 전기
아연도금강판 40만 톤, 용융아연도금강판 36만 톤을 광양 1냉연공장을 통해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1989년 2월 1일에는 연산 128만 5000톤 규모의 광양 2냉연공장 건설에 착수해

진강 하구에서 여수를 잇는 기존 부지 동쪽 수로를 차단하게 돼 새로운 수로 준설이

1991년 1월 30일 준공했다. 광양 2냉연공장의 주요 설비는 산세설비, 최신예 연속냉

어민들이 관행 어업권을 주장하며 1990년 2월 25일 농성에 돌입했다. 시간이 지날수

억 원을 투입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채택해 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

필요했다. 공사가 시작되자 이 지역에서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해 오던 하동과 남해
록 농성은 격렬해져 3월 30일에는 공사감독원실에 180여 명의 주민이 들어와 사무

간압연설비, 연속소둔설비 등이었고, 공사비는 내자 2099억 원을 포함해 총 5060

고 제품 위치, 폭, 압연 속도, 두께까지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산세설비

실 집기를 파손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농성은 보상을 위한 용역조사가 실시된 7월까

는 현대중공업과 미쓰비시중공업, 냉간압연설비

지 이어졌다.

는 한국중공업과 이토추상사, 연속소둔설비는 삼

광양 3기 설비 건설은 사장 주재 월간 건설회의가 1988년 11월 26일부터 1990년

성중공업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12월 18일까지 총 26회, 본부장 주재 건설추진회의가 1989년 2월 2일부터 1990년 11

공급했다.

월 2일까지 총 23회 개최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만큼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포항제철은 포항과 광양에 4개 냉연공장을 가동

기해야 했다. 포항제철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광양 3기 설비 건설공사를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갔고, 준공 112일을 앞둔 1990년 8월 14일부터 전 설비의 종합 카운트
다운을 개시했다. 이후 3고로 화입에 이르기까지 설비별로 최종 설치 공정과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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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1냉연공장(1989. 1. 19 준공)

함으로써 우리나라 냉연 자급도를 94.1%로 향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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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1750만 톤 체제 구축
1. 황경노 부회장 취임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라 1사 2소 체제를 구축하는 등 회사 규모 신장과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조직의 거대화에 대응하고, 사업추진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0년 3월 6일 제2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
부를 개정해, 명예회장, 부회장, 전무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같은 날 황경노 상
임고문을 초대 부회장에 선임했다.

황경노 부회장은 대한중석 재임 중 포항제철 창설 요원(기획관리부장)으로 참여

황경노 1대 부회장

해, 1972년 2월 상무이사로 승진했다. 1977년 2월 회사를 떠나 동부산업 회장, 제철
엔지니어링 회장을 역임하며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위상을 굳힌 후 1990년 1월 포항제
철 상임고문으로 복귀했다.

광양 3기 종합 준공
(1990. 12. 4)

양 3기 설비 건설에는 연인원 651만 540명과 각종 장비 25만 7413대가 동원됐다.

2. 철강 자급도 90.2% 달성

광양 3기 설비 준공으로 포항제철은 물론 우리나라 철강업 위상이 한층 격상됐다.

포항제철은 1990년 12월 4일, 당초 계획보다 1개월 27일 앞당겨 광양 3고로에 불을

포항제철은 포항제철소 940만 톤, 광양제철소 810만 톤을 합해 조강 연산 1750만 톤

임직원, 지역 관계 인사, 설비공급사와 시공업체 대표, 해외 철강업계 대표 등 모두

철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국내 철강 자급도는 82.1%에서 90.2%로 향상됐다.

지피고 광양 3기 설비를 종합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태준 회장과 포항제철의
500여 명이 참석했다.

체제를 구축했고, 이로써 우리나라는 조강생산 능력 2570만 톤을 갖춰 세계 8위의

광양 3기 설비는 전 공정을 일관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생산관리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 연속주조, 직송압연 같은 첨단 기술과 탈가스, 에너지 소비 극소화 같은
생산비 절감 기술을 채택했다. 하루 7980톤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고로, 하루 9000톤의 조강을 생산할 수 있는 제강공

장, 연주공장, 열연공장 등 9개 공장과 급배수설비, 발전설비
등 16개 설비로 구성됐으며, 내자 1조 4044억 원, 외자 4773억
원(7억 2400만 달러), 합계 1조 8817억 원이라는 막대한 건설비

가 투자됐다. 설비 제작은 한국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22개 국
내 제작업체와 영국 데이비매키 등 14개 해외 제작업체, 시공

은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국내 14개 건설회사가 참여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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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3기 사업 개요 ]

• 건설 기간 : 1988. 11. 1~1990. 12. 4
(25개월)

• 투자비 : 1조 8817억 원(내자 1조 4044억 원,
외자 4773억 원)

• 투입 인력 : 연인원 651만 540명
• 건설 단가 : 1048달러/톤

• 조강생산 능력 : 270만 톤(누계 1750만 톤)

3편 광양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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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내용적은 3800m 로 계획하되 향후 개수 시의 용량 확대는 고려하지 않았으
3

5장

4반세기 대역사 완성,
광양 4기 사업

며, 장입 연료는 코크스와 미분탄만 사용하는 오일리스 제철소를 추구했다. 제강공

장은 전로 1기를 추가하는 것 외에 250톤급 전로의 취련능력을 최대 조업 시 265톤
으로 증강해 2/3기 조업 체제로 하고, 선철 배합률은 88.5%로 하며, 고철은 자가 발

생분을 사용하고 부족량은 구입하기로 했다. 연주공장은 연주기 2머신 2스트랜드를

설치해 각각 2·3열연공장과 바로 연결해 열간직송압연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
품 최대 폭은 1950mm로 계획했다. 이와 함께 제철소 부지 내에 운영 중인 대규모

원자재 유통기지(CTS : Central Terminal System)용 야드 2면 중 1면은 원료탄 야

1절 고생산성·저코스트 조업 위한 설비계획 수립

드로 전용하기로 했다.

포항제철이 광양 1기 설비를 준공한 이듬해인 1988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철강 자

2절 설비 구매 줄다리기와 설비 국산화 63% 달성

급속히 늘어났고,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만 9년 동안 연평균 4.6%씩 지속적인 증가

1. 어려웠던 협상

비를 추가로 완성해도 철강재의 공급은 연평균 2.8%씩 증가하는 데 그쳐, 공급 부

을 활용하기 위해 광양 1~3기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급사에 발주하기로 방침을 정

급도는 81%로 이전보다 대폭 향상됐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철강 수요는

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같은 기간 중에 270만 톤 규모인 광양 3기 설
족은 1988년 467만 톤에서 1997년에는 1113만 톤으로 늘어날 전망이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광양 4기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설비 규모를 조강 연산

330만 톤으로 확정했다. 기존 광양 3기 설비를 30만 톤 증강하고, 신규로 300만 톤

규모의 설비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1989년 9월 12일 광양 4기 사업계획을 승
인했다.

포항제철은 기존 광양 1·3기 설비계획을 기초로 1989년 12월 광양 4기 설비 기본기

술계획(MEP)을 확정했다. 광양 4기 설비 건설을 위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았다.
•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프로덕트믹스를 한다.

• 고품질, 고생산성, 저코스트 조업을 위해 최신 설비와 기술을 도입한다.

•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 자동화와 전산화의 범위를 확대한다.
• 제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제조 공정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한다.
• 환경보전 설비를 확충하고 환경관리 체제를 강화한다.

220

포스코 50년 통사

포항제철은 광양 4기 설비 역시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조업기술
했다. 달라진 것은 광양 1·2·3기 설비 구매에서 향후 증설 계획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
끌었지만, 반대로 광양 4기 사업은 당시 계획상으로는 마지막 확장사업이었기 때문

에 설비공급사들도 종래와 같이 포항제철의 파격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점
이었다.

포항제철은 설비 구매 전 구입가격을 미리 산정하고, 그 가격 내에서 설비를 구매

하는 예정가격제도를 활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철소를 건설해 왔다. 그러나 광양 4
기 설비 견적 요청에 국내 설비공급사들이 제출한 견적가는 추정가격보다 훨씬 높

았다. 2차에 걸친 견적 요청을 통해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경영진 간 접촉을
통해 공급가격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특히 국내 공급사들이 제철소 건설에 참여함

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 해외 선진 공급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설득했다.

연주설비와 소결설비는 현대중공업이 추정 예가를 훨씬 상회하는 견적가를 제시
3편 광양제철소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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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협상이 어려웠다. 결국 연주설비에는 삼성중공업을 참여시키고, 소결설비는 오스

3절 최단기 건설기록 수립

분을 공급받는 등 애초의 추정 예가 수준에서 설비 구매를 마무리했다.

1. 건설 경험과 기술의 총집약

2. 설비 국산화율 63.1% 달성

로 조강 연산 330만 톤 규모의 광양 4기 설비를 종합 착공했다. 국내 수요산업에 열

트리아 푀스트알피네 주도의 컨소시엄 계약방식을 통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내자

포항제철은 1991년 1월 5일 고로, 연주공장, 발전설비, 제품부두설비 착공을 시작으

포항제철은 1983년 5월 16일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한중기, 강원
산업, 대우조선, 대한조선공사, 동국중기 등 8개 업체를 국내 제작사로 선정하고, 7
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광양제철소 기본기술계획서, 구입 사양, 구매 절차, 기타

관련 기술자료에 대한 기술지도를 시행해 설비 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 제
작사들이 제작 일정을 준수하고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관리 전담

부서를 두어 중점 관리하는 등 건설 초기부터 설비 국산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연코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종합 착공 7개월 전인 1990년 6월 1일 열연공장
을 먼저 착공했다. 종합 착공 이후 1월 소결공장, 2월 산소공장·수배전설비·도로배수

설비, 3월 원료처리설비, 4월 제강공장·해수취수설비, 5월 석회소성공장, 6월 항만하

역설비·급배수설비·배수종말설비, 8월 구내수송설비·철도·가스설비·시험검정설비를
차례로 착공하고, 9월 20일 공작정비공장을 끝으로 광양 4기 전 설비를 착공했다.

광양 4기 설비 건설은 후속 건설이 없기 때문에 건설 후반기에 시공업체의 작업 긴

울였다.

장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공정관리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광양 4기 설비 건

당 부분 특허설비일 뿐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필요해 외국 업체들을 주계약자로 할

설공정회의는 1991년 1월 8일부터 1992년 9월 4일까지 총 21회 열렸다. 이 같은 철

하지만 고로, 코크스, 제강, 연주, 열연 설비와 같은 일관제철소 핵심 5개 설비는 상

수밖에 없었다. 대신 컨소시엄에 참여한 국내 업체들이 제철 설비 제작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설비 국산화를 적극 추진했다. 포항제철의 이러한 노력

에 힘입어 광양제철소의 설비 국산화율은 증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광양 4
기는 63.1%의 설비 국산화율을 달성했다.
광양제철소 설비국산화 실적
구분

생산규모(만 톤)

총설비금액(억 원)

국산화금액(억 원)
국산화비율(%)

1기

270

1,177
582

49.4

2기

설기간 동안 월간 건설회의는 1991년 1월 29일부터 1992년 9월 17일까지 총 21회, 건
저한 공정관리에 힘입어 1992년 4월 20일에는 종합진도가 계획보다 10% 이상 앞선

89%를 달성했고, 기자재 반입률도 99%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당초 21.9개월이었던
종합 공기를 28일 단축한 20.9개월로 했다.

설치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설비별 시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종합 준공 100일을 앞둔 1992년 6월 24일 ‘포항제철 4반세기 대역사 종합 준공 카운

270
640

354

55.4

3기

270

1,319
808

61.3

4기

트다운’을 개시했다. 광양 4기 건설공사 카운트다
운은 설비 증설의 의미와 함께 포항에서 시작되어

330

광양에 이르기까지 4반세기에 걸쳐 추진된 대역사

1,767

를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1,115

설비별 주요 이슈와 주변 환경정리뿐만 아니라 각

63.1

종 대정부 인허가 추진 등 준공과 동시에 마무리
지어야 할 내용들을 관리항목에 포함시켜 시계열
광양 4기 마지막 월간 건설회의(199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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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추진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시운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최단 시일 내에 완벽하게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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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4반세기 건설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포항 1기 설비부터 광양
3기 설비까지 건설하는 동안 축적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
2. 광양 3냉연공장 건설

포항제철은 광양 4기 증설 기간 중에 광양 3냉연공장 건설을 추진, 1990년 9월 28
일 착공해 1992년 9월 25일 준공했다. 광양 3냉연공장은 외자 2107억 원을 포함 총
4404억 원을 투입한 연면적 27만 1074m (8만 2000평)의 대형 공장으로 산세설비, 연
2

속냉간압연설비, 연속소둔설비와 부대 설비를 갖췄다. 이에 따라 광양제철소는 냉연

제품 생산능력이 466만 8000톤으로 늘고, 냉연 비율도 선진 제철소인 일본 고로 5사
의 33%와 유사한 32.7%에 도달함으로써 명실공히 박판과 표면처리강판 주력 제철

참석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치사에서 “자본·기술·경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4반세기 만에 연간 2100만 톤의 생산능력을 지닌 세계 3위의 제철회사로

성장한 포항제철의 위업은 세계 철강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이 될 것”이라며, 희생과

헌신을 다해 ‘포항제철의 신화’를 창조한 박태준 회장과 포항제철 임직원들을 치하했

다. 또 로톤 IISI 회장은 축사에서 “포항제철과 박태준 회장이 이룩한 업적은 추진력

과 엄격성 그리고 탁월성으로 세계에 빛나는 모범이 되고 있으며, 4반세기라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거대한 기업을 이룩해 낸 것에 대해 찬사와 존경을 아끼지 않는다”라
며 축하했다.

박태준 회장은 기념사에서 “회사의 4반세기는 바로 선진국에 대한 후진국의 일대

소의 면모를 갖췄다.

추격이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 한계에 대한 일대 도전이었으며, 5000년 동안 쌓아 온

시중공업 컨소시엄, 산세압연설비는 한국중공업·이토추상사 컨소시엄, 연속소둔설비

고 전제하고, “4반세기의 영광스런 전통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기업

광양 3냉연공장의 산세설비와 유틸리티설비는 현대중공업·제철전기콘트롤·미쓰비

는 삼성중공업·미쓰비시중공업 컨소시엄이 공급했고, 시공은 동아건설이 맡았다.

우리 민족의 체념과 패배의식에 일대 분발의 기름을 붓는 국민정신의 시험장이었다”

4절 2100만 톤 체제 완성
1. 4반세기 대역사 종합 준공

포항제철은 1992년 10월 2일 광양 4기 설비 준공

식을 겸한 포항제철 4반세기 대역사 종합 준공식

을 개최하고, 1968년 창업 이래 4반세기에 걸친 종
합제철 건설 대역사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준공식

에는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 로톤(B.

T. Lotton) IISI 회장을 비롯한 각국 철강업계 대표
및 재계 인사, 설비공급사 및 시공업체 대표, 국내

외 취재진, 지역주민 등 내빈과 박태준 회장을 비
롯한 포항제철 임직원과 가족 등 1만 20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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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반세기 대역사 종합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박태준 회장(1992. 10. 2)

4반세기 대역사 종합 준공(199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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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정립하고, 다음 세기의 번영과 다음 세대의

제의 광양제철소와 940만 톤 체제의 포항제철소를 합쳐 총 2080만 톤의 조강생산

고 역설했다.

부터 9년간 세계 1위를 고수해 온 포항제철소를 추월해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행복을 창조하는 국민기업의 지평을 열어 가자”라

능력을 보유하게 돼 세계 3위의 대형 철강회사로 부상했다. 또 광양제철소는 1982년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인터뷰 기사, 보도기사, 사

의 생산 규모를 갖췄다.

설 등으로 포항제철의 4반세기 대역사 완성을 대

1140만 톤 규모의 광양제철소를 건설하는 데는 내자 4조 7927억 원, 외자 1조 9691

서특필했다. 세계 16개국 언론에서도 4반세기 대

역사를 마무리하고 세계 3위의 철강회사로 우뚝
선 포항제철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4반세기 건설 대역사의 대미를 장식한 광양 4기

억 원(23억 5700만 달러), 총 6조 7618억 원이 투입됐다. 정부사업비를 포함한 조강톤
4반세기 대역사 완공 보도(매일경제신문, 1992. 10. 2)

사업은 1991년 1월 5일 종합 착공해 불과 20.9개월 만에 종합 준공하며, 제철소 건설

당 건설단가는 1기 723달러, 2기 473달러, 3기 1048달러, 4기 761달러로, 1기부터 4기

까지의 평균 건설단가는 752달러였으며, 정부사업비를 제외한 평균 건설단가는 706
달러였다.

최단기간 기록을 경신했다. 광양 4기는 3냉연공장을 포함해 총 23개 설비로 이뤄졌

2. ‘제철보국’ 의지로 철강강국 견인

업기술은 물론 최신예 압연기술인 직송압연 기술 등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확장을 추진해 1992년 광양 4기 설비를 완공함으로써 2100만 톤 체제를 구축하고,

으며 100% 연주 조업, 미분탄 취입 조업, 열편장입압연 조업 등 최신 설비와 선진 조
와 제품 제조 시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광양 4기 설비 건설에는 내자 1조 3063억 원, 외자 5789억 원(7억 4500만 달러), 합

계 1조 8852억 원이 투입됐다. 포항제철은 대형 차관을 도입할 경우 국내 경제에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가능한 한 외자 도입을 억제하고 내자를 최대한 동

포항제철은 1968년 창립 이후 1970년 포항 1기 설비 착공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설비
마침내 4반세기 건설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이로써 포항제철은 세계 3위의
거대 철강기업으로 우뚝 섰으며, 우리나라는 6대 철강대국으로 부상했다. 자본도 기
술도 경험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었다.

포항제철의 설비 확장 과정은 단 한 차례의 차질도 없이 4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원함으로써 총투자비의 69.3%에 해당하는 1조 3603억 원을 내자로 조달했다. 소요

추진돼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줬으며, 해외에서도 주목하

타 상업차관보다 훨씬 유리한 저금리(이자율 3.5~6.9%)의 신디케이티드론으로 충당

하며 최적 규모의 경제성 실현, 양 제철소 상호보완 체제를 통한 효율 극대화, 고부가

외자 7억 4500만 달러는 포항제철의 높은 대외 신용도를 바탕으로 국내에 도입된 여
했다.

설비 공급은 고로는 영국 데이비매키·한국중공업, 제강설비

는 오스트리아 푀스트알피네·현대중공업, 열연설비는 일본 미

쓰비시상사·한국중공업·제철전기콘트롤, 연주설비는 서독 만

[ 광양 4기 사업 개요 ]

• 건설 기간 : 1991. 1. 5~1992. 10. 2
(21개월)

네스만데마그·일본 이토추상사·삼성중공업 등이 담당했다. 건

• 투자비 : 1조 8852억 원(내자 1조 3063억 원,

18만 3843대가 동원됐다.

• 건설 단가 : 761달러/톤

설에는 3냉연공장을 포함해 연인원 537만 8001명, 각종 장비

포항제철은 광양 4기 설비 준공으로 조강생산 1140만 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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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5789억 원)

• 투입 인력 : 연인원 537만 8001명
• 조강생산 능력 : 330만 톤(누계 2080 톤)

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랜드마크가 됐다. 포항제철은 철강 2100만 톤 시대를 개막
가치강 생산기반 확충 등을 동시에 이뤄냈다. 즉 포항제철소는 고급강 위주의 다품

종 소량생산에 주력하고, 광양제철소는 열연코일 및 냉연코일 위주의 소품종 대량생
산에 주력하는 등 제철소 특성에 맞는 제품 구성을 통해 생산원가 절감과 설비 효율
극대화를 달성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더욱 제고했다.

포항제철의 설비 확장 과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경

제 발전의 촉매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다. 포항제철이 지속적인 설
비 확장을 통해 철강재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조선, 전자, 컨테이너 등 주요
철강 수요산업이 세계 10위권으로 급성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외국으로부
3편 광양제철소 건설

227

터 철강재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결코 가

구체적인 경영목표로는 △1993년 매출액 100억 달러 달성 △1995년 손익분기

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포항제철은 창립 이래 ‘최대

(BEP) 가동률 80% 이상 확보 및 경상이익률 일본 추월 △1996년까지 부문별 일본

보국의 창립이념에 입각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로 설정했다. 기술을 전수받고 벤치마킹을 해 왔던 일본을 추월하겠다는 야심찬 구

생산, 저가 판매’ 정책을 고수했다. 이는 오직 제철

수준 도달 및 핵심부문 일본 추월 △2001년 그룹 매출액 200억 달러 이상 달성 등으

뒷받침하겠다는 일념의 소산이었다.

상을 마련한 것이었다.

포항제철의 급성장은 해외 철강선진국과 철강기

업에 충격을 던져 주기에 충분했다. 1975년 84kg

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일인당 철강소비량은 국내
철강 수요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1990년에 이미

목표 달성을 위해 9대 전략과제와 경영다각화를 통한 글로벌 일류기업으로의 성장

조강연산 1140만 톤 체제를 구축한 광양제철소(1992. 10. 2)

선진국 수준인 500kg을 넘어섰고 1991년에는 600kg을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명

실상부한 철강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규모 면에서도 일본 신일본제철, 프랑스 유지

노사실로에 이어 세계 3위의 기업으로 우뚝 섰다. 창립 이후 불과 25년 만에 이룩한
초고속 성장은 세계 철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 기간에 이룩한 것으로 세계 철강
업계는 이것을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였다.

5절 POSCO 2000 수립

전략을 수립했다. 9대 전략과제는 △인력구조 개선 △최적 설비 구성 △단위 설비별
적합성 △정비 체제 개선 및 부품 개발 △전략정보 시스템 구축 △경제적인 원료 구

매 △판매력 강화 △협력회사 육성 △물류 합리화 등이었다. 경영다각화는 철강 불
황에 대비한 안정경영 기반을 확보하고, 그룹 매출 달성을 위해 복합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기존 철강 관련 자회사의 자립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정
보통신, 건설 등 핵심 전략사업을 2000년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하며, 신소재 등 미래
성장산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정보통신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였다. 이를 위해

박태준 회장은 집무실에 ‘제철보국(製鐵報國)’과 함께 ‘통신보국(通信報國)’을 내걸
고 2100만 톤 체제를 완성한 이후 10년간 매년 1조 원씩 IT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원
대한 구상을 준비했다.

POSCO 2000은 2000만 톤 생산체제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포항제철은 1992년으로 예정된 광양 4기 설비 준공을 앞두고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위한 대응 전략이자 어떠한 대내외 경영여건에서도 전천후 경영력을 확보하려는 예

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0년 8월 중장기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중장기계획

인 동시에 포항제철뿐만 아니라 출자회사와 협력회사까지 망라한 범포스코의 종합

종합 완공 이후에도 항구적인 국제 경쟁력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미래성장 로드
은 담당임원 책임 아래 작성했고, 1991년 6월 임원토론회를 거쳐 ‘POSCO 2000’으로
최종 확정했다.

POSCO 2000은 중장기 경영목표를 세계 최고의 철강 경쟁력 확보, 제2창업을 위

한 경영체제의 구축, 범세계적 일류기업의 실현으로 설정했다. 여기서 일류기업은 풍

방 전략이며,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철강업을 추월하기 위한 전략
성장전략이었다. 포항제철은 이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는 매년 운영계
획에 해당 사업을 반영해 추진하고, 경영정책부는 분기마다 부서별 추진 실적을 분
석 평가하기로 했다.

요로운 사회 창조를 선도하는 기업, 기술창조력과 고유의 노하우를 가진 기업, 확고

한 재무력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회사 발전과 직원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
업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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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2소 체제

6장

회장

경영관리 체제 고도화

부회장
사장
부사장
▘판매관리부
▘시장개발부
▘열연판매부
▘냉연판매부

1절 경영체제의 변화
1. 1사 2소 체제 확립

▘STS판매부
▘수출 1·2부
…

제철연수원
생산기술본부

ENG사업본부
신사업본부
건설본부

포항제철소
▘행정섭외부 공장정비본부
▘경리부
▘노무부
▘제선부

국내사무소
해외사무소

…

▘계측제어부
▘선강정비부
▘압연정비부
…

광양제철소
▘행정섭외부
▘경리부
▘노무부
▘제선부
…

정비본부
▘계측제어부
▘선강정비부
▘압연정비부
…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 건설을 추진한 1981년부터 1사 2소 체제를 준비해 광양제철

2. 국민주 1호 기업

제철소 건설에 전념하도록 했다. 이어 광양 1기 설비 완공 3개월 전인 1987년 2월에

개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가 1987년 3월 발표한 기업공개 방침은 ‘시중은행 수지 개선

소 건설을 본격화한 1983년 3월부터 건설본부의 주력 기능을 광양으로 이동, 광양
는 1사 2소 체제를 확정 시행했다.

1사 2소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사와 제철소 간 조직과 기능을 명확히 구분했

다. 본사에는 원가·자산·자재·외주·운송·노무관리에 대한 전사 총괄기능, 설비관리와
환경공해에 대한 양소 종합조정 기능을 부여했다.

또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는 경리부를 신설해 제철소 내의 예산·원가·자산관

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조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정비 등의 조직과 행정지원 조직을
보강해 독립된 단위 제철소 조직구조를 갖췄다. 이와 함께 열연·냉연·스테인리스 등
제품별 판매조직과 해외시장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출 전담조직을 신설해 판매

1986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 문제가 대두하면서 포항제철의 기업공
과 증권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중은행 보유주식을 입찰을 통한 장외매각 방식
으로 처분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 공기업은 산업 특성상 대체

로 시장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장외매각 방식을 취할 경우 국내 소수기업이
국가발전의 핵심 소재산업인 철강업을 지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따

라 포항제철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래소를 통한 주식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했다. 여론도 포항제철의 입장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장외매각 방
식에 의한 기업공개 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어 1987년 10월에는 ‘포항제철을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하고, 특정 재벌이나 개인이

조직을 강화했다.

포항제철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할 수 없으며,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기업공

등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일본 경쟁사 대비 취약점인 개발판매, 신사업, 기술스태프

시장육성에관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그해 12월에는 ‘국민주

1990년 10월에는 품질·판매·신사업 등 전략 부문의 확충과 확장사업의 조직보강

등의 개선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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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 종업원에 대한 주식배정을 20%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을 담은 증권거래법과 자본
보급방안’을 발표하고 포항제철을 공개대상 기업 제1호로 지정했다.

포항제철은 1988년 6월 10일 전 국민의 관심 속에 국민주 1호로 공개되며 공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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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 재탄생했다. 주식보유 비율은 정부가 33.4%에서 20%로,

급)로 통합했으며,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1990년 4월에는 기존 직

철의 새로운 주주군으로 형성됐다.

로써 연공보상의 학력 차등을 완전히 해소했으며,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직능

산업은행이 38%에서 15%로 낮아졌고, 우리사주(10%)와 기타 주주(27.3%)가 포항제

2절 인사노무 및 교육 제도 개선
1. 인력운영 체계 개선 및 보상 강화

근무제도 포항제철소 건설 초기부터 3조3교대 근무제도를 채택해 운영하다가, 직원

들의 기능이 향상되고 여가에 대한 욕구도 점차 증대하자 이에 발맞춰 1980년 9월부
터 교대근무자 특별휴일제도를 시행했다. 광양제철소가 건설되고 있던 1980년대 후

반 고임금 시대가 도래하면서 1989년 3월 단체협약에서 부속협정으로 체결된 ‘교대

급별 호봉제 대신 국내 제조업 최초로 전 직원 단일호봉제(1~45호봉)를 도입했다. 이
등급이 결정되고 직능자격 승진도 이뤄지는 직능급제도(10개 등급)로 전환했다.

채용제도 광양제철소 건설로 1사 2소 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기존의 단순한 신문 공

고에 의한 공개채용 위주에서 교수 추천, 인턴사원, 장학생, 해외유학생 채용 등으로
채용 방법을 다양화했다. 1985년부터는 공개채용 시 우수인력의 응모를 유도하기 위
해 기업설명회 등 채용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며, 1987년 7월 이후에는 조직 적응력
등을 선별하기 위해 신입사원 연수교육의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광양 4기 설비 준공
시점인 1992년에는 약 2만 3600명 수준까지 직원을 채용했다. 또 1990년부터 여성인
력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직급 체계 포항제철소 설비 확장에 이어 광양제철소 건설까지 이어지면서 직원수

근무제도 개선에 관한 협정’에 따라 노사공동으로 근무제도개선추진반을 구성하고,

가 급증하자 인력운영 체계도 개선해 나갔다. 1990년 4월에는 학력 간 승진과 급

근무제도 개선협정을 체결하고, 1992년 1월부터 포항 3개, 광양 5개 공장을 선정해 4

입했다. 먼저 직급구조를 7개 직급에서 5개 직급으로 축소하고 대졸과 고졸의 입

6개월 동안 4조3교대 전환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했다. 이에 따라 1990년 3월

조3교대 근무를 시범 운영했으며, 같은 해 11월 전 공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내외
부 여건을 반영해 근무제도를 변화시켜 나갔다.

포항제철은 인력합리화를 추진하되 감원과 같은 방법을 지양하고, 신증설 설비 등

에 전환 배치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1992년 광양 4기 설비 준공과 4조3교대 근무제

도 전환에 따라 인력 증가 요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극 활

여 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직능자격제도를 도

사 시 직급 격차를 1개 직급으로 단축해 학력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했다. 승진제

도는 계장 이상 관리직위에 보임될 수 있는 승진과 장기근속자를 위한 급여·대우
중심의 승진을 각각 설정해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승진 경로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했다.
평가제도

1990년 직급 체계 개선과 함께 평가집단을 종래 직위 중심의 5개 집단에

용하는 인원합리화를 통해 인력 증가를 최소화했다.

서 직무와 과업 특성을 고려한 8개 집단으로 세분했다. 평가차수도 2차에서 3차로

률급 지급률을 전 직원 30%로 통일했으며, 교대근무수당을 신설하고, 통상임금의

다. 1991년에는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해 최고의 영예를 수여함으로써

임금 체계 1982년 4월 급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 월급제를 도입하고, 능

범위를 넓혀 능률급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1987년 1월에는 통상임금 산출 시 적용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을 240시간에서 취

늘리는 한편 평가방법은 1·2차 평가는 절대평가로, 3차 평가는 상대평가를 하도록 했
바람직한 인재상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의 포철인상’을 제정했다.

업규칙상의 실근로시간과 유사한 수준인 184시간으로 축소했다. 이어 그해 10월 연

2. 노사관계의 안정

직과 기능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직무급 체계를 전 직원 단일직무 등급 체계(1~65등

도 변화가 있었다. 1987년 6·29선언 이후 만 1년 만인 1988년 6월 노동조합이 결성됐

공과 능력별 보상의 조화를 위한 연공보상 방법으로 직급별 호봉제를 도입했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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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과도기 초대 집행부를 거쳐 1988년 8월 2대

3.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 제고

2대 집행부는 직원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과 근

관에 자주관리 교육장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전 직원에게 자주관리활동 이념과 실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 건설을 앞두고 기업체질 강화를 위해 1981년 11월 월포수련

로조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조합활동을 전개했으

천요령을 교육함으로써 문제해결, 품질향상, 원가절감 의식을 제고했다. 1985년에는

며, 회사도 직원들의 입장에서 이를 최대한 수용하

직무훈련을 기본·향상·강화·심화 등 4단계 과정으로 체계화하고, 단계별 직무훈련

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0년 8
월 출범한 3대 집행부는 강성 조합활동을 전개하
면서 조합원수가 급감했고, 1992년 8월에는 집행

부 총사퇴와 함께 노동조합 활동은 휴면 상태에

표준교안, 직무훈련 기준표, 교재 및 전산 시스템 등을 개발했다.
포항제철 노동조합 현판식(1988. 10. 15)과 전사 직장협의회 현판식(1993. 9. 10)

들어갔다. 이후 1994년 7월 노동조합 활동 재개를 선언하고 4대 집행부가 출범한 뒤
2003년 말까지 20명 내외의 조합원이 활동했다.

3대 집행부의 노조 활동 이후 대립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회사 수익기반도 약화

필수 직무자의 외국어 능력 향상 등 전사적인 외국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한 노력도 이어졌다. 포항제철은 이미 1980년 12월 제1회 어학검정을 실시한 데 이어
1981년 6월 협력회관에 어학생활관을 설치해 영어·일어 합숙교육을 시작했다. 광양
제철소 건설을 앞둔 1984년에는 간부 영어과정을 개설해 부소장, 부·차장 순으로 어
학교육을 실시했다.

1985년 광양 1기 설비 착공 이후에는 포항제철소의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 광양제

되자 직원들은 노사협력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1992년 7월 개최된 제5

철소 조업 대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1986년 9월 광양제철소 노무부에 교육

양 제철소는 1992년 11월 초대 직장협의회를 탄생시켰다. 초대 직장협의회는 1993년

현장에서 병행했다. 또 광양제철소 직원교육을 전담할 전용교육관을 1992년 1월 제

회 직원대토론회에서는 새로운 노사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4월 전사직장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그해 5월에는 노사협의회법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전사직장협의회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이로써 포항제철의 실질적인 직원대표

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했다. 직장협의회는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노경협의회 등으로
발전하며, 직원들의 삶의 질 개선과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했다.

포항제철은 노동조합 결성과 강성 집행부의 등장 등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등

창립 초기부터 유지해 왔던 노사화합의 정신이 약화되고 조직 분위기도 침체됨에

과를 신설했으며, 용접 및 천장크레인 운전을 포함한 설비관리 기본교육을 연수원과
철소 내에 준공했다. 그해 10월에는 백운산수련관을 개관했으며, 1993년 12월에는
광양 직업훈련원을 설치하며 기술교육센터를 준공했다.

3절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따라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1991년부터 반(주임) 단위 조직활

1. 판매·생산 연계한 CIM 체제 완성

동을 시작했다. 이후 사회 분위기가 점차 안정되자 1993년 7월 반(주임) 단위 조직활

이 매우 커졌다. 포항제철은 당시 첨단 생산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이던 신일본제철

성화 활동, 한가족미팅, 직장간담회, 직원정책자문회의 등 본격적으로 조직활성화 활

성화 활동과 한가족미팅을 통합해 조직활성화 활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위 조직
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1981년 포항 4기 설비 확장을 완료한 이후 종합적인 생산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
오이타제철소를 벤치마킹하고 기술협력을 받은 결과, 이미 운영 중이던 시스템을 단

순히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 능력 보강과 함께 생산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
구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1985년 3월 광양 1기 착공과 동시에 전산화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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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갔다. 1986년 7월 전산화 마스터플랜을 최고경영층에 보고한 후 광양제철소는 컴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해 사무생산성 향상과 사무인력 합리화를 도모했다.

퓨터 시스템 기반을 갖춰 나갔다. 이에 따라 수주에서 출하까지 일괄 관리하는 리얼
타임 생산관리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전산화 통합의 토대를 마련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수주-생산-출하시스템은 설비 증강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체제

지원에 목표를 두고 발전했다. 그러나 1992년 광양제철소 완공으로 2100만 톤 생산

4절 교육사업 전개

치열해지고 수요가의 요구사항이 다양해지면서 생산 중심이 아닌 판매 중심의 시스

1. 광양지역 학교 설립

마(OPTIMA : Order Production & Transportation Integrated Management)를

11월 제2공장 건설 부지가 광양으로 최종 확정되자 포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

력을 보유한 세계 3위의 철강기업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외 동종업체 간의 경쟁이
템 구축이 시급해졌다. 포항제철은 판매와 생산이 연계된 수주생산 시스템인 옵티

포항제철은 제철학원 설립을 통해 포항지역에 각급 학교를 설립한 데 이어, 1981년

1993년 10월 구축하는 등 수주-생산-출하로 이어지는 주력 시스템 자동화 및 통합을

역사정을 감안해 단기간 내에 학교단지를 세우기로 방침을 정했다.

통한 컴퓨터 통합생산(CIM :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체제를 완성

광양 1기 설비 착공보다 앞선 1984년 2월 광양지역 학교건립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했다.

이에 따라 1985년 광양제철유치원, 광양제철초등
학교, 광양제철중학교, 1986년 광양제철고등학교

를 개교했다. 이어 학생 수가 늘어남에 따라 1989

2. 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의 진전

년 광양제철남유치원, 광양제철남초등학교를 개교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를 개소한 1983년 광양에 전자식 교환기 2000회선을 국내

하면서 광양지역 학교단지를 완성했다.

최초로 개통했다. 이어 1988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했다. 포항, 광양, 서울, 도쿄, 베이징 5개 지역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원격 영상회

1988년 광양 하광마을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의 시스템을 통해 경영층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직원들의 업무지원 및 경비절감을
도모했다.

또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전사 통합 OA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무자동화를

추진했다. 문서 절감과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퍼스널 컴퓨터를 도입했고, 사무업

광양학원단지 전경

포항과 광양의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사회공헌활동의 기틀을 마련해 나갔다.

무의 60% 이상을 점하는 문서처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전자메일 시스템을 개

2. 포항공과대학 설립

리하도록 했다. 또 부서별 PC-랜(LAN)을 구축해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호스트 컴

터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발했다. 1992년부터는 사무요원에 PC를 1인 1대 보급해 모든 업무를 PC에서 처

포항제철은 광양제철소 건설을 계획한 1980년부

퓨터·PC·광파일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부서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

해 포항지역에 4년제 대학을 설립한다는 구상을

다. 이와 함께 인사·재무·구매·경영계획 등 지원 부문 혁신을 추구하는 전략정보시

스템(SIS) 구축을 추진했다. 199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국제 철강 가격의
급락으로 변동비 부문의 원가절감이 중요하게 대두되자, 하이스피드(HI-SPE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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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포함해 박사학위를 가진 66명의 교수를 확보했다. 이처럼 대학건물과 시설, 교

수 등 대학 설립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결과 1986년 11월 25일 문교부로부터 9
개 학과, 240명 정원의 대학 설립인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포항공과대학은 1986년 12월 3일 개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교훈은 ‘성실, 창

의, 진취’로 정했으며, 국제적 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함과 아울러 산·학·연 협동의
실현을 통해 사회와 인류에 봉사한다는 건학이념을 천명했다. 제1회 신입생을 모집

한 1987학년도 입시에서는 지원자격을 학력고사 280점 이상으로 제한했음에도 불
구하고 249명 모집에 543명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987년 3월 5일 제1회
포항공대 부지조성 공사
착공식에서 악수하는
박태준 회장과 김호길 학장
(1985. 8. 17)

이후 제철학원에서 독자적으로 대학을 설립하기로 하고, 개설학과를 포항제철과

국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공학계로 한정해 1985년 1월 재차 문교부에 설립계획

입학식을 갖고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에 앞서 1987년 2월에는 대학원 위주의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설립취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문교부에 1988학년도 대학원 개설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987년 11
월 9개 학과, 정원 144명(석사과정 90명, 박사과정 54명)의 대학원 개설인가를 받고,
1988학년도에 109명(석사과정 90명, 박사과정 19명)을 모집했다.

1994년 3월 포항공과대학은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 Pohang University of

을 제출했다. 그해 2월 포항제철이 설립 주체가 돼 대학설립추진반을 구성한 데 이어

Science and Technology)로 교명을 변경하고 학장을 총장으로 바꿨다. 교명 변경은

의 기본 골격을 마련했다. 1985년 7월 4일 문교부로부터 대학 설립계획을 승인받았

하게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 분야 선도 대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3월에는 대학설립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4월에는 학사계획을 확정해 대학 운영

다. 이즈음 포항제철은 확장을 추진하고 있던 기술연구소를 대학과 협력이 가능하도

1992년 교육부의 단과대와 종합대 구분 폐지에 따른 것이었지만, 포스텍은 명실상부

록 대학부지 내로 이전하기로 했다.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해 대학건물 건설은 1985년 8월 시작됐으며, 기술연구소를

포함한 마스터플랜 최종안을 1985년 11월 확정하고, 12월 1단계 건축공사에 돌입했
다. 입학식 때까지 2개월간의 최종 점검 및 보완 기간을 갖기 위해 계획보다 1개월 단
축한 1986년 11월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2단계 공사는 대학원을 1988학년도에 조

기 개설하기 위해 1986년 12월 착공했다. 기숙사 및 교수 아파트, 복지후생 시설인 지
곡회관 등을 건립하며 1988년 5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대학 설립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역량 있는 교수의 초빙이었다. 이를 위해

당시 연암공업전문대학 학장이었던 김호길 박사를 1985년 초대 학장으로 영입한 후
해외에서 교수 초빙을 위한 현지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개교 시까지 중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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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박태준 회장의
대역사 완공 보고와 사임

포항제철의 성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무엇보다 일관제철소를 건설해 산업발전과
경제부흥을 이룩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 있었다. 그 염

원을 체화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많은 이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다. 그 염원과 그 열

박태준 회장의 4반세기
대역사 완공 보고
(1992. 10. 3)

정을 혼연일체로 뭉치게 만들었던 결정적 요인을 빼놓을 수 없다. 그것은 박정희 대

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를 드립니다”로 시작하는 보고

박태준 회장의 만남이었다. 포항제철의 성공요인을 연구하고 분석한 미국 스탠퍼드

으로 형극과도 같은 길”이었음을 고백했다.

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박태준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의 결합, 바로 박정희 대통령과

대 비즈니스스쿨도 “박정희의 강력한 의지와 박태준의 탁월한 리더십”을 정확히 짚

문에서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과 일관제철 건설 과정을 회고하며 “돌이켜 보면 참
박태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직후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어 냈다.

박태준 회장의 사의 표명을 들은 포항제철은 황경노 부회장 주재로 긴급 이사회를

요하다고 확신했고,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길 적임자로 박태준 회장을 선택했다. 박태

사의 철회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어 전 직원도 사의 철회를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일관제철소 건설이 반드시 필

준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동지적 확신으로서

일관제철소 건설이 조국 근대화의 필수적 기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 여기

서 제철보국의 이념이 탄생했다. 박태준 회장과 포항제철 임직원들은 제철보국을 실
현하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일관제철소 건설이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그

러나 박태준 회장과 포항제철이 4반세기 건설 대역사를 완수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
은 이미 없었다.

박태준 회장은 4반세기 대역사 종합 준공식을 가진 다음날인 1992년 10월 3일, 박

개최했다. 이사회는 박태준 회장의 사임이 불가하다고 결론짓고, 이튿날 전 임원이

임직원 가족들의 사의 철회 요청도 이어졌다. 하지만 박태준 회장의 사임 의지를 꺾
지 못했고, 결국 포항제철은 10월 8일 이사회에서 박태준 회장을 정관에 따라 명예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박태준 회장은 이마저도 고사했으나 거듭된 요청에
결국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은 10월 9일 이사회에서 박태준 회장을 초대 명예회장으로 선

임하고, 황경노 부회장을 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경영진을 출범시켰다.

정희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25년에 걸친 건설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음

을 보고했다. 박태준 회장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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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불초 박태준, 각하의 명을 받은 지 25년 만에 포항제철 건설의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삼가 각하의 영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포항제철은 ‘빈곤타파와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일관제철소 건설이 필수적이라는 각하의 의지

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 포항제철이 바로 어제, 포항·광양의 양대 제철소에 조강생산 2100
만 톤 체제의 완공을 끝으로 4반세기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나는 임자를 잘 알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떤 고통을 당해도 국가와 민족

을 위해 자기 한 몸 희생할 수 있는 인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 아무 소리 말고 맡아!”

1967년 9월 어느 날, 영국 출장 도중 각하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온 제게 특명을 내리시던 그

카랑카랑한 음성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25년이란 긴 세월을 철에 미
쳐, 참으로 용케도 견뎌 왔구나 생각하니 솟구치는 감회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형극과도 같은 길이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불모지에서

용광로 구경조차 해본 일이 없는 39명의 창업요원을 이끌고 포항의 모래사장을 밟았을 때는 각

하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자본과 기술을 독점한 선진 철강국의 냉대 속에서 국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한숨짓기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모략과 질시와 수모를 받으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
리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철강은 국력’이라는 각하의 불
같은 집념, 그리고 열세 차례에 걸쳐 건설현장을 찾아주신 지극한 관심과 격려였다는 것을 감
히 말씀드립니다.

포항제철소 4기 완공을 1년여 앞두고 각하께서 졸지에 유명을 달리하셨을 때는 ‘철강 2000만

톤 생산국의 꿈’이 이렇게 끝나 버리는가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철강입국(鐵鋼
立國)’의 유지를 받들어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포항제철은 세계 3위의
거대 철강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우리나라는 6대 철강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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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를 모시고 첫 삽을 뜬 이래 지난 4반세기 동안 연인원 4000만 명이 땀 흘려 이룩한 포항제

철은 이제 세계의 철강업계와 언론으로부터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철강기업으로 평가받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제 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필생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하
는 이 순간, 각하에 대한 추모의 정만이 더욱 새로울 뿐입니다.

“임자 뒤에는 내가 있어. 소신껏 밀어붙여 봐”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저를 조국 근대화의 제단

으로 불러 주신 각하의 절대적인 신뢰와 격려를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각하!

염원하시던 ‘철강 2000만 톤 생산국’의 완수를 보고드리는 이 자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근

영 양과 지만 군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이 자리를 통해 오직 조국 근대화만을 생각
하시던 각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각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더욱 성실하게 살아갈 것
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옆에서 보살핌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각하!

일찍이 각하께서 분부하셨고, 또 다짐드린 대로 저는 이제 대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러나 이 나라가 진정한 경제의 선진화를 이룩하기에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

다. ‘하면 된다’는, 각하께서 불어넣어 주신 국민정신의 결집이 절실히 요청되는 어려운 시기입
니다. 혼령이라도 계신다면, 불초 박태준이 결코 나태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25년 전의 그 마음
으로 돌아가 ‘잘사는 나라’ 건설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민한 탓으로, 각하 계신 곳을 자주 찾지 못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오며, 삼

가 각하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안면하소서!

1992년 10월 3일
불초(不肖) 태준(泰俊) 올림
4편 2100만 톤 체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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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대역사에서 글로벌 도약으로

1절 황경노 회장 취임과 체제 정비

황경노 2대 회장 취임
(1992. 10. 10)

1. 황경노 회장, 정명식 부회장, 박득표 사장 취임

1992년 10월 10일 황경노 2대 회장, 정명식 2대 부회장, 박득표 5대 사장이 취임했

리부장으로 입사해 사원번호 1번을 받았던 황경노 회장은 1977년 2월 상무이사로 퇴

안 설비 확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다. 그 배경에는 포항제철의 창립이

장, 포항제철 상임고문 등을 역임했다. 1990년 3월 6일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경영에

임한 후 삼성물산 상무이사, 삼척산업 사장, 동부산업 회장, 제철엔지니어링(PEC) 회

다. 돌이켜 보면 1968년 창립 이후 1970년 포항 1기 설비 착공을 시작으로 25년 동

복귀해 박태준 회장을 보좌하며 빈틈없는 경영관리 능력을 발휘해 왔다. 특히 박태

념이자 지상목표였던 제철보국이 있었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철강재를 안정적

준 회장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회장에 취임했지만, 박태준 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정계

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출기업 등 국내 철강 수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워 국민경

에 진출하고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등을 맡을 당시부터 회사 내부 살림을 챙기며 사

제 발전과 국부 증대를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선조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 지은 일관

실상 책임경영을 해 온 터였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와 노사문제 등 어수선한 정국에

제철소의 역할이며 민족기업인 포항제철의 사명이라는 신념, 이 불굴의 의지로 포

서도 리더십을 발휘해 포항제철을 이끌 가장 적합한 경영자로 주목받았다.

항과 광양에 지속적인 설비 확장을 통해 마침내 조강생산 2100만 톤 체제를 구축한

정명식 부회장은 “먼 훗날 우리 스스로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결코 후회하는

것이었다.

일이 없도록, 그리하여 민족과 역사 앞에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노라고 떳떳하게

황경노 회장은 취임사에서 “박태준 회장께서 일구어 놓은 포항제철의 신화를 이어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명을 다 바치자”라고 역설했다. 정명식 부회장은 1987년 7

받아 2100만 톤 생산 체제를 통한 경영

월부터 사장으로 재임하며, 1사 2소 체제에서의 경영관리와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

등의 중책을 담당해 왔다.

다”라고 말하고 “임직원 모두 더욱 분발

박득표 사장도 “중책을 맡게 되어 포항제철의 신화를 창조한 선배들의 빛나는 업

해 빛나는 포항제철의 미래를 위해 땀과
지혜를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1968년 4월 회사 창립과 함께 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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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노 2대 회장

정명식 2대 부회장

박득표 5대 사장

적에 누를 끼치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 감출 길이 없지만 2만 5000여 포항제철

가족과 더불어 빛나는 전통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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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박득표 사장은 1968년 12월 입사해 관리실장, 상무이사,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다각화 전략으로 구성된 중장기 전략 ‘POSCO 2000’을 수립했었다. 이후 세계 철강

문가로 그동안 경영정책과 관리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록화와 함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급격한 부상이 이어졌다.

1991년 3월부터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재임해 왔다. 박득표 사장은 자금·예산·회계 전
황경노 회장 등의 취임 일성은 전 임직원이 합심해 2100만 톤 체제를 조속히 안정

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POSCO 2000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함으로써 초일류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전환기
를 맞은 포항제철의 당면 과제와 정확하게 부합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건설 대역사

시대의 종착역에서 경영체제를 정비하고,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
판을 마련하는 것을 포항제철의 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2. 외국인 주식취득 허용

포항제철은 1992년 10월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외국인이 보통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이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자본자유화 취
지에 부응하고, 국민주 기업으로서 증시 부양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10월 13일 이후 전체 발행 주식의 8%, 1인당 1% 이내에서 포항제철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국 거주 주주 등의 명의개서를 위한 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자본 자유

화 시대에 따른 해외 기채 요구의 증가에 대비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종류와 한도도 설정했다.

산업 경영환경은 급변했다. 동구권의 붕괴로 인한 세계질서의 혼란, 세계경제의 블
혁신 철강기술 개발의 가속화와 미니밀의 급부상으로 고로 철강사를 위협할 수 있
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내적으로는 광양 4기를 끝으로 설비 확장이 마무리된 가운
데 추가 설비 확장 없이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박태준 회장의 용퇴 이후

대외적인 정치·경제적 변화에도 자립기반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 등이 숙제로 제시
됐다.

포항제철은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POSCO 2000을 수정한 것이었다.

수정된 POSCO 2000 계획은 기존 POSCO 2000의 ‘정보통신 집중 육성’을 비롯한 기

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장기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새로 정립한 일곱 가지 중점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 반제품·열연 중심에서 냉연·표면처리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생산구조를 전환하고, 정보통신 등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해 2001년 그룹 매출액 200억 달러를 달성한다.

• 설비 가동률 100%와 흑자경영 체제를 지속 유지하여, 1996년 이후 매출액 경상이익률 10% 이상을
달성한다.

• 최고 수준의 냉연 품질을 확보하고 필수 제조기술은 1996년까지 일본을 추월한다.

• 고객만족 체제 도입 등 고객지향 판매체제를 확립하여 복잡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대한 대응능력
을 강화한다.

• 안정된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동남아 시장을 주력시장으로 개발한다.
• 용융환원제철법, 스트립캐스팅ㄴ법 등 혁신 철강기술을 적극 개발한다.

• 고임금·저원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소수정예주의를 추구하여 1994년에는 선진국보다 높은 노동생
산성을 확보한다.

2절 수정 POSCO 2000 추진
포항제철은 황경노 회장 취임 직후인 1992년 10월 19일, ‘POSCO 2000’을 수정 보완
해 2001년을 향한 회사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996년까지의 전략사업을 발표
했다.

포항제철은 광양 4기 설비 확장 마무리를 앞두고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완공 이후

의 미래성장을 위한 로드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1년 6월 9대 전략과제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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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했다. 1992년 9월과 10월에 포항제철소와 광양

제철소에 전천후 부두를 준공했고, 12월 9일 오스트리아 푀스트알피네와 연산 60
만 톤 규모의 코렉스(COREX) 설비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1993년 2월에는 자체

기술로 포항 1고로 2차 개수를 완료하고, 3월에는 포항 2고로 미분탄 취입(PCI :
Pulverrized Coal Injection) 설비를 준공함으로써 전 고로에 걸쳐 PCI 조업체제
를 구축했다.

해외투자 부문도 1992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인 POSVINA의 설비 능력을 1만
4편 2100만 톤 체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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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전략 부문 조직 강화

포항 1고로 3대기 화입을
하는 황경노 회장
(1993. 2. 26)

톤에서 3만 톤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또 같은 해 11월 9일 베트남철강공

사(VSC)와 미니밀 및 강관공장 합작건설 기본합의서 교환, 11월 25일 미얀마금속
청과 철강 합작투자 기본계약 체결, 11월 30일 중국 서우강(首鋼)그룹과 연산 50만
톤 규모의 냉연강판공장 합작의향서 체결 등이 이어지며 해외사업도 순조롭게 이
뤄졌다.

1절 노사화합 위한 인사노무 혁신
포항제철은 1992년 10월 14일 황경노 회장이 주재한 임원회의에서 박태준 회장의 부

재와 심각한 불황 속에서 2100만 톤 체제의 조속한 안정을 증명하는 것은 경영성과

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우선 전 직원이 마음을 추스르고 단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이즈음 포항제철의 사내 분위기는 창립 초기 제철소 건설 의지와 사명감으로

일사불란했던 모습과는 다소 달라져 있었다. 1988년 6월 노동조합이 결성됐으며, 1990
년 8월 출범한 3대 집행부는 강성 조합활동을 전개하며 노사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
새로 취임한 황경노 회장은 무엇보다 노사화합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단합해 회사 분
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연초에 시작한 ‘1992 단합계획’을 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인사노무 혁신을 단행했다. 그 일환으로 1992년 1월 16일부터 광양 1·2·3고로에서

시범 적용해 온 4조3교대 신근무제도를 11월 16일 전사에 확대 적용했다. 또 12월부터

는 사내공모제를 도입하고, 세일즈 엔지니어 육성계획도 수립했으며, 1993년 3월에는
보완된 전문직제도를 도입했다. 1992년 11월 11일에는 개척생활관 2단계 건립공사를,
12월 15일에는 광양 사내직업훈련원을 착공했다.

새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의 단합과 생산, 판매, 기술, 해외사업 등 부문별 목

표를 완수하기 위한 노력이 어우러지면서, 전 세계적인 철강시황 침체로 판매가격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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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히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1992년에 생산, 판매, 손익 등 전 부문에서 당초 목

2. 기업문화 창달 노력

표를 초과한 6조 1821억 원의 매출액과 1852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포항제철은 창업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팎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
라 견고했던 일체감이 자칫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

2절 조직 개편과 기업문화 창달
1. 전략 부문 강화와 조직 간소화

포항제철은 ‘2100만 톤 경영체제 정착’과 ‘세계 최강의 경쟁력 발휘’를 1993년의 운영
목표로 설정했다. 2100만 톤 경영체제 정착을 위해 △고객만족 지향의 생산·판매력

해 고유의 기업문화 창달 노력을 경주했다.

1992년 9월 24일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종합 준공

1992 단합계획 추진 황경노 부회장 특강(1992. 5. 11~12)

을 앞두고 ‘민족기업·인간존중·세계지향’의 기업이
념을 모든 정책과 방침에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로

대내외에 선포했다. 민족기업은 민족과 사회를 위

강화 △고유기술 영역의 확대 △전 사원의 보람찬 직장 만들기 노력 △기업이념 실

해 존재하는 기업으로서 이에 적합한 사고와 전략을 가지고, 인간존중은 창의와 자

생산성 및 원가 경쟁력 강화 △사무 선진화 및 물류 합리화 적극 추진 △경영 다각화

며, 세계지향은 미래와 세계를 생각하는 행동과 경영을 실천한다는 의미였다.

천의 생활화를, 또 세계 최강의 경쟁력 발휘를 위해 △제품 차별화와 신수요 창출 △
및 계열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실천 목표로 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갔다.

율에 기초한 경영을 통해 화합의 공동체를 만드는 동시에 고객만족의 경영을 실천하
1993년 1월 25일에는 3대 기업이념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기업문화 창달 종합

1993년 1월 8일에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100만 톤 경영체제 정착을 위한 전략 부

계획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은 궁극적인 목표를 ‘자율, 창의, 화합의 기업문화 창달’로

전략 부문 조직 보강을 위해 제품기획부의 수요 개발 기능과 기술 서비스 기능을 분

고자 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기업이념에 입각한 경영활동의 전사적 전개 △경

문 조직 보강, 조직의 자율화·간소화를 위한 조직통합 등 두 방향이 골자였다.

리해 시장개발부와 제품기술부를 신설하고, 판매관리부의 제품별 수주과와 판매시스

템과를 수주관리실로 통합했으며, 자동차강판 판매 강화와 전문화를 위해 자동차강판
판매과를 실로 확대했다. 중국지역 철강합작사업 확대를 위해 부사장을 보임하고, 상
해와 대련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했으며, 동남아지역에도 부사장을 보임했다. 자력 설비

엔지니어링 능력 확보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선강과 압연 엔
지니어링부를 설치했으며, 기존의 설비계획1·2부는 설비계획부로 축소했다. 토목 및 건
축 부문의 철강재 사용 기반 확대를 위해 철구기술부를 신설했다.

조직의 자율화·간소화를 위한 조직 통합 차원에서는 책임생산 경영체제 구축을 위

해 협력작업 계약 권한과 전용 자재 구매권한 일부를 제철소로 이관했다. 포항제철소
합리화 공사 증가에 대비해 건설관리부와 설계부를 포항에 두고, 양 제철소의 시공관

설정해, 기업이념의 실천과 생활화를 통해 강하면서도 유연하고 좋은 회사를 구현하

영환경 인식과 기업이념 공유를 위한 사내 홍보 및 교육 강화 △기업이념의 가시화,
상징화 작업 추진 △포철인 특유의 멋과 품위가 담긴 의례의식 개발 △인사관리와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포철인상 확립 △단결과 화합의 근로문화 정착 △실효 중심의

자율문화 정착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기업문화 확립 △정보기술의 적
극적인 활용과 정보공유형 조직관리 △기업이념에 입각한 대외홍보 강화 △환경과
이웃을 아끼는 기업상 확립 등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자율과 창의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단결과 화합

으로 제2 창업에 도전함으로써 직원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강하고
유연하며 좋은 회사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었다.

리를 위한 공사1·2부를 포항과 광양에 설치했다. 신주택 및 학원 공사업무를 담당할 일
반건설부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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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정명식 회장 취임과 경영혁신 추진

정명식 3대 회장 취임
(1993. 3. 12)

1. 정명식 회장, 조말수 사장 취임

1993년 3월 12일 정명식 3대 회장, 조말수 6대 사장이 취임했다. 이는 같은 날 열린 정

하다 1992년부터 동남아 현지법인 업무를 관장해 왔다.

임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 이날 여상환 부사장, 이대공 부사장, 구자영 상무이사,

후 맞이하는 사실상의 첫해라는 점, 창업세대의 용퇴를 통한 세대교체가 이뤄진 첫

정명식 회장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으로서는 1993년이 2100만 톤 체제를 완성한 이

기 주주총회 직전에 박태준 명예회장, 황경노 회장, 박득표 사장 등 경영진이 일괄 사

해라는 점에서 책임감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차동해 감사도 사임했다. 이로써 4반세기에 걸친 건설 대역사를 마무리 지은 시점에
서 창업과 성장을 담당했던 창업세대는 새로운 경영진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고 물러
났다.

2. 신포스코 창조 실천방안 수립

게 되어 큰 부담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전 임직원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변화의

선포식에서는 신포스코 창조를 위한 3대 과업으로 △부조리 추방 △권위주의 타파

같은 날 열린 취임식에서 정명식 회장은 “포항제철의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

포항제철은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1993년 4월 1일 ‘신포스코 창조’를 선포했다. 이날

시대에 맞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명식 회장은 1970년 입사해

△경영구조 혁신을 내걸고, 5대 행동지침으로 △실질 추구와 실천 중시 △솔선과 자

토건부장, 건설본부장, 상무이사, 부사장, 사장을 역임하고, 1992년 10월부터 부회장

율관리 △신뢰와 참여 △창의와 순리 존중 △조화와 균형 중시를 선정했다.

으로 재임해 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실천방안으로 △조직 통폐합과 인사쇄신 △위상에 걸맞은

조말수 사장도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임금·복지 실현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 △고객 중심의 판매·구매제도 혁신 △철강 핵

에 사장으로서 실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기여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새 정부 신경제정책 적극 동참 △내실 위주 경

우리 포항제철은 경제 활성화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말했다. 조말수 사장은 1971년 입사해 비서실장, 이사, 상무이
사를 역임하고, 1987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여러 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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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술 조기 완성 △신사업의 체계적·적극적 추진 △출자·협력회사 구조 개편 △사회

정명식 3대 회장

조말수 6대 사장

영혁신 3개년계획 수립을 설정했다.

포항제철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신경제 5개년 계획 등 경제 살리기에 부응하고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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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1993년 4월 8일 1993년 임금을 1992년 수준에서 동결했다.

인이 행동과 의식 면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특히 사내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질서 확립에 솔선할 것을 다짐하는 법규준수 등을 천명했다.

이는 장기 국면에 돌입한 국내외 철강경기의 침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대상국들의

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정치 불개입을 다짐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를 배격하고 경제

포항제철은 이어 7월 2일 이사회에서 신포스코 창조를 위한 10대 실천방안 가운데

‘경영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정부의 신경제정책과 신포

2절 조직 슬림화로 효율 제고

스코 창조의 기본정신을 전략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특히 3개년 계획 기간 중 3대
경영목표 달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3대 경영목표는 △과감한 개혁으로 신한국 창조를 선도하는 모범 기업 △고객과 국

정명식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창업세대가 물러난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공백을

현하는 기업 등이었다. 또 3대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포스코 이미지 창조, 조직

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창업세대의 경영 전통을 이어가되 ‘지켜야 할

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 △최고의 경영성과 및 이에 상응하는 분배를 실

최소화하고 경영체제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동시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분위기

및 인사 쇄신, 효율적인 조업 지원 및 정보 시스템 구축, 고객 지향의 판매력 강화, 핵심

전통’과 ‘버려야 할 구습’을 엄격히 구분해 계승과 발전의 조화를 이루고자 했다. 세

기술 조기 완성 및 최적 설비 구성, 물류체제 혁신, 출자사 구조조정 및 전략사업 육성

계적 수준에 이른 철강 부문 경쟁력은 유지하면서 1992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

을 7대 실천과제로 설정했다.

동통신 등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중국, 베트남, 미얀

포항제철은 1993년 7월 21일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전문과 경영의

마 진출을 계속 추진하고 스피드 경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사 조직을

기본정신, 법과 윤리의 준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임직원의 사고와 행동기준 등 4

간소화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기능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장 15조의 본문으로 구성된 윤리강령은 경영환경이 변함에 따라 경영진과 직원 개개

이런 원칙에 따라 1993년 3월 31일 조직개편을 단행해 종전 85부였던 조직 중 본사

8개 부와 포항제철소 1개 부를 통폐합해 76부로 축소하고, 349개 실·과 단위는 335
개로 축소했다. 임원과 간부사원의 슬림화도 추진해 임원(촉탁 포함)을 49명에서 40

명, 출자사 임원을 158명에서 145명으로 줄였다. 특히 구매 및 영업 부문은 임원들의

업무분장을 대폭 조정하고 순환보직을 실시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형식적이고 관행
적인 제도를 혁신한다는 취지로 42개 위원회 가운데 손망실처리위원회, 가격심의위
원회 등 20개 위원회를 통폐합했다.

포항제철은 경영혁신 3개년 계획 수립 직후인 7월 10일 경영혁신 가속화 차원에서

임원 및 간부에 대한 추가 인사를 단행해, 임원 수를 줄이고 임원과 간부의 보직을
재조정해 감량경영 의지를 재천명했다.

포항제철은 4월에 선포한 신포스코 창조와 7월 이사회에서 확정한 경영혁신 3개년

윤리강령 선포(199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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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등의 연장선상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창의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9월 1일 직위별
업무수행 범위와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 책임과 권한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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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결재 항목은 106개 항목에서 43개 항목으로 대

대해 국내외 161개사를 대상으로 220명의 MR요

토를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조직풍토로

1993년 10월 7일에는 기존의 판매 시스템을 전

폭 줄어들었다. 또 10월 1일부터는 획일적 조직풍

원이 활동에 들어갔다.

전환하기 위해 출퇴근복을 자율화했다. 이에 따라

면 재구축해 주문접수에서 제품인도까지의 제

이 사라졌다.

(OPTIMA)을 가동했다. 대금 관련 제도도 대폭 개

창립 이래 회사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황색 근무복

같은 해 12월 20일 조직 효율화를 위한 추가 조

직개편이 이뤄졌다. 설비계획부를 엔지니어링사업

본부로 편입하는 등 엔지니어링과 건설 부문을 강

반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수주생산 시스템

출퇴근복 자율화 시행 후의 출근 모습(1993. 10. 1)

화했고 물류관리연구반을 물류기획부로, 생산관리부·전산시스템부·운송부를 생산
기술부와 공정관리부로 재편했다. 또 제철연수원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어학교육부를 신설했으며, 기업문화부 홍보기획과와 홍보1과를 홍보실로 통합했다.

3절 판매·구매 부문 개혁
1. 고객 서비스 강화

포항제철은 조직 슬림화와 효율화 등 경영혁신을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판매 및 구

매 업무 등 고객 접점에서도 추진해 나갔다. 특히 기업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
고 있던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1992년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철강 수출이 부진하고 국내 철강 수요 감소로 내

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었다. 포항제철은 기존의 단순 판매활동만으로는 시장기반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신포스코 창조의 일환으로 신수요 개발을 추진했

다. 이를 위해 1993년 1월 8일 제품기획부를 시장개발부와 제품기술부, 철구기술부
로 확대하고, 건축·건설·교량 부문에서부터 시장개발 활동을 시작했으며, 5월부터는
고객사 서비스 강화를 위해 내수 및 수출을 포함한 전 판매부서에 세일즈엔지니어
(Sales Engineer)를 배치했다. 1990년 8월부터 냉연고객 10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한

기술서비스전담제도(MR : Mill Representative)를 1993년 상반기에 전 고객사로 확
260

포스코 50년 통사

판매요원 CS마인드 함양 교육(1993. 7. 28~30)

선해 담보제도를 완화하고, 신용판매를 확대해 고
객사의 부담을 덜어줬다. 제품 납기관리 원칙을 출

고 기준에서 고객사 도착 기준으로 바꿨고, 로컬

판매 때 원화로 따로 입금하던 운송비도 내국신용장에 포함시켜 고객사가 별도로 입
금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고객사 위주로 판매제도를 개선했다.

구매 부문에서도 공급사 중심 구매, 관련 행정 간소화, 검수제도 개선, 공급사 서

비스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했다. 1993년 4월 21일 입찰정보 전화자동응답 시스템
을 가동했고, 철강 부가가치통신망(VAN : Value Added Network)으로 구매계약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게 했으며, 입찰계약 행정 서류도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했
다. 소량소액 자재에 대해서는 탁송납품제도를 도입하고, 납품 실적이 우수한 공급

사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1~3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하고, 공급사 등록 주기도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현금 지불 한도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 복합 수출전략 구사

1990년대 초까지 판매 구조는 크게 내수와 수출로 구분됐다. 내수는 직거래, 판매점,

경안실업, 포항코일센터, 거양상사 등 5개 경로를 통해 거래하고, 수출은 거양상사와

종합상사를 창구로 활용했다. 하지만 국내 철강 수요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국내 공급을 우선시하는 판매정책을 유지했기 때문에 수출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포항제철은 1993년 들어 이러한 수출전략을 수정해 ‘다양한 상품

을 다양한 국가에’라는 모토 아래 제품별·시장별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는 한편, 일본

과 동남아, 중국을 근거리 3대 주력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복합 수출전략을 수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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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1993년 초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수출실적이 부진하고 경기회복이 늦어지자,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함께 수출진흥책을 발표하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요구한 데 따
른 것이었다.

우선 중국은 1993년 3월 26일 중국 최대 자동차제조사인 창춘(長春) 제1자동차사

의 구매대표단과 기술협정을 체결하고, 3월 27일 냉연강판과 열연강판 공급 계약을

2장

지속적인 설비 투자

체결했다. 1992년 4월 포스비나(POSVINA) 설립 이후 베트남 사업도 가속화해 5월

11일에는 부산파이프(현 세아제강) 및 베트남철강공사와 합작으로 베트남 하이퐁에
비나파이프(VINAPIPE), 1994년 1월에는 VPS(VSC-POSCO Steel)를 설립했다. 1993

년 10월 7일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소를 설치해 동남아 지역 수출활
동을 강화했고, 10월 19일에는 일본 오사카에 후지우라 물류센터를 준공했다.

1절 미니밀 도입 결정

축됐으나, 1993년 8월 출범한 대미 철강무역 분규대책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무피

포항제철은 1993년 5월 새로운 설비 투자를 결정하면서 고로 대신 연산 100만 톤 규

미국 수출은 미국 철강업계와 철강노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로 한동안 위

해 판정을 받아내고 다시 대미 철강수출을 본격화했다.

모의 미니밀(Mini Mill) 1기를 광양제철소에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즈음 국내 강재 소비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반면, 기존 전기로 업체들의 설

비 증설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철강재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내 철강재 수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포항제철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국내 철강 수요가 2000년을 전후해 성숙기로 접어들고 2010년경 쇠퇴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 고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

다. 실제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자동차, 건설 등 철강 수
요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었다. 포항제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생산량을 조
절하기 어려운 고로 증설의 위험 부담을 감안해 미니밀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2절 스테인리스 2기 사업 확정
1993년 9월에는 조강 연산 42만 톤 규모 스테인리스 2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기존 42만 톤 일관체제를 갖춘 스테인리스 1기와 동일한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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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은 1989년 3월 31일 조강 연산 32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1제강공장과 연

산 25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소둔산세공장, 1990년 7월 연산 5만 톤 규모의 스테인
리스 냉연공장을 준공해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스테인리스 증
강사업과 설비 합리화를 거쳐 연간 스테인리스 제품 42만 톤을 생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전산업 등 수요산업의 성장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스테인리스 열연코일 자급률이 1995년 이후 50% 이

하로 떨어지고, 냉연코일 역시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스테인리스 2
기 사업을 확정했다.

30만 톤에 불과해 경제성이 낮았기 때문에 포항제철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
산 60만 톤 규모로 설비 용량을 증대했다.

4절 스트립캐스팅 파일럿 플랜트 착공
포항제철의 새로운 제철 기술 적용을 위한 시도는 스트립캐스팅(Strip Casting) 파일

럿 플랜트 착공으로 이어졌다. 스트립캐스팅 기술은 압연공정을 단축한 박슬래브 주
조기술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아예 슬래브를 만들지 않고 용강에서 두께 2~6mm정
도의 열연코일을 직접 제조하는 방식이다.

3절 코렉스공장 착공

포항제철은 스트립캐스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991년 9월부터 1993년 말까지

포항제철은 1993년 11월 1일 포항제철소에 용융환원제철법으로 용선을 생산하는 연

산 60만 톤 규모의 코렉스공장을 착공했다. 이어 12월 9일에는 오스트리아 푀스트알
피네와 설비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포항제철이 코렉스공장 착공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와 우수한 품

산업과학기술연구소(RIST)와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연구 결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해 파일럿 플랜트 설비를 구축한 것이었다. 파일럿 플랜트 설비는
1994년 1월 17일 착공해 1995년 1월 29일 준공했으며, 1996년 2월 용강 10톤으로 두
께 4mm, 폭 1300mm의 열연코일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질의 철광석과 석탄 고갈에 대비한 것이었다.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 철강사는

고로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제철 공정 개발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용융환원제철법이었다. 고로 공법은 반드시 철광석을 굵은 덩어리로 만드는 소
결공정과 유연탄을 괴탄(塊炭)으로 만드는 코크스
공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용융환원제철법은 철광

석과 유연탄을 그대로 용광로에 장입해 쇳물을 생

산하는 방식이어서 공해 저감, 설비 투자비 및 생
산비 절감 면에서 뛰어나고 철강 시황에도 탄력적
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코렉스 공법은 1987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

코(ISCOR) 프레토리아(Pretoria)제철소에 최초로

적용돼 쇳물 생산에 성공했다. 그러나 규모가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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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다각화 시동

2절 제철보국에서 통신보국까지
1. 제2이동통신 주도사업자 선정

정부는 1990년 7월 통신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하고, 이동통신사업에 경쟁체제
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1992년 1월 제2이동통신사업자 허가 추진계획안을 발표함

으로써 제2이동통신사업, 그중 특히 이동전화사업은 재계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
켰다. 당시 이동전화사업자는 공기업인 한국통신(현 KT) 자회사인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이 유일했다.

포항제철은 1990년 8월 이동통신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1절 출자사 정책 전환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통신방식은 당시 최첨단이었던 코드분할다중접속

포항제철은 창립 이래 일관제철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가동률 향상, 원활한 판매 및

에는 CDMA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퀄컴(Qualcomm), 이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

유통 등 철강본업의 안정기반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자사 정책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출자사 대부분이 철강 제조 및 유통, 제철엔지니어링, 정비지원, 화학, 신

(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을 채택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월
던 벡텔(Bechtel)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1991년 2월 포스테이타 내에 이동통신사업 추진팀을 구성했다가, 8월 회사 내 조직

소재 등 철강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이었다. 당시 포항제철의 출자사 가운데 철강본

으로 흡수하면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위원회 및 추진반으로 확대했다. 이어 사업계획

었다.

가를 신청했다. 제2이동통신사업 이동전화 허가신청에 참여한 컨소시엄 지배주주

업과 다소 거리가 있는 업종은 1989년 11월 설립된 포스데이타(현 포스코ICT)뿐이
포항제철은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완공을 앞두고 출자사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평적 사업다각화를 모색했다. 때마침 정부의 통
신사업 구조조정과 이동통신사업 경쟁체제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내부 검토
를 통해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모색했다.

포항제철이 철강사업을 본업으로 하면서도 이동통신사업에 발빠르게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1986년 경영다각화 산업개발위원회를 발족시켜 이종 첨단산업 중

서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1992년 6월 마감한 제2이동통신사업 이동전화사업자 허

는 포항제철을 비롯해 동양, 코오롱, 쌍용, 동부, 선경(현 SK) 등 6개 그룹이었으며, 각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440개에 달했다. 같은 해 7월 정부는 포항제철, 코오
롱, 선경 등 3개 그룹을 지배주주로 한 컨소시엄을 1차 선정했고, 8월 선경그룹 컨소

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언론과 세간에서 임기 말인 노태우 대통령이
사돈기업 선경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결국 선경은 사업권을 반납했다.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포항제철은 1993년 1월 이동

심의 다각화 방향을 정하고, 1988년 신사업개발부를 설치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

통신사업추진반을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재도전을 위한 채비를 갖췄다. 정부는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다각화를 치밀하게 준비해 나갔으며, 이는 1991년 6월 수립한

맡긴다는 취지로 1993년 12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단일 컨소시엄 구성

서 다각화 개념을 정립했기 때문이었다. 포항제철은 이동통신사업 외에도 미래 성장
POSCO 2000에 주요 비전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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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대기업의 경쟁이 격화되자, 사업자 선정을 민간에
을 의뢰했다.

포항제철은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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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준비해 1994년 2월 4일 전경련에 제출했다.

철은 그때마다 창립 이후 수요산업 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국민

만장일치로 포항제철을 제2이동통신사업 주도사

포항제철이 이러한 난관과 제약 조건 등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제2이동통신 주도

전경련은 1994년 2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회장단

기업으로서 역할을 강조하며 여론에 호소했고, 국민들은 포항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업자로, 코오롱을 제1대 주주로 선정한다고 발표

사업자로 선정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CDMA 기술을 축적해 옴으로써 통신망을 구축하

의 일치된 노력이었다. 포항제철은 ‘제철보국에서 통신보국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모

했다. 이 자리에서 전경련은 포항제철이 일찍부터
고 운용하는 기술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
나고 충분한 자금력과 투자의욕이 돋보였다고 선

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국민적 관심 속에서 4년

첫째는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전사적인 목표의식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 임직원

제2이동통신 주도사업자 선정에 환호하는 직원들(1994. 2. 28)

든 임직원이 의지를 모으고, 가용한 경영자원을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집중 투입했
다.

둘째는 우수한 기술력과 훌륭한 사업계획서였다. 기술적인 면에서 국내외 사정을

여 동안 추진된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종합해 최신 기술인 CDMA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이미 경쟁사를 압도했다. 포항제

를 보유하고 사장직을 맡아 경영권을 행사하게 됐고, 주식 14%를 보유한 코오롱은

기술 면에서 확고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했다.

포항제철은 제2이동통신 주도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신설 이동통신사 주식 15%

부사장직을 맡게 됐다. 이어 1994년 5월 2일 포항제철(15%), 코오롱(14%), 미국 에어

터치커뮤니케이션(11.3%), 사우스웨스틴벨(8.3%), 퀄컴(2.6%) 등 주요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한 신세기통신이 공식 출범했다.
2. 이동통신사업 참여 의미

철은 CDMA 기술의 선두주자인 퀄컴 등 해외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셋째는 무엇보다 국민기업을 신뢰하고 지지한 국민 여론이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전파를 이용하는 이동통신사업 특성상 기업이윤보다는 공익을 중시해 온 포항제철
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격려를 보냈다. 포항제철이 제2이동통신
주도사업자로 확정되자, 언론은 ‘상식이 이견을 눌렀다’고 평가했다.

제2이동통신 주도사업자 선정은 포항제철이 철강본업을 넘어 이동통신으로 사업

포항제철은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후 공기업이란 이유 때문에 많은

영역을 넓히며 본격적인 수평적 사업다각화의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법 및 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기기 제조업체와 정부투자기관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제철보국의 이념을 사회적 공기인 전파를 이용하는 이동통신사업을 통해 통신보국

견제를 받아야 했다. 1991년 초 이동통신사업 참여 자격을 규정하는 전기통신기본
있었다. 이에 대해 포항제철은 공익성이 강한 기업 성격을 국민 여론에 호소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또 한국이동통신 민영화를

었다. 이와 함께 철강 생산을 통해 수요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끈
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앞두고 주무부처 장관이 공기업인 포항제철의 참여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
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포항제철은 이러한 조치가 제2이동통신사업 참여에도 제한

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결국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 철회를 이끌
어냈다.

이어 1994년 2월 전경련의 심사에서도 포항제철이 경쟁사 대비 월등한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사업자 선정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예의 ‘공기업론’이 등장했다. 포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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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와
경영다각화

1장 녹색경영 추진

1절 김만제 회장 취임과 녹색경영
2절 경영관리 체제 쇄신

2장 철강 설비 투자 확대

1절 조강 2800만 톤 체제 구축 추진
2절 선진 수준의 기술력 확보
3절 고객만족경영 추진

3장 경영의 국제화 추진
1절 해외증시 상장

2절 성장지역 중심 해외투자 확대
3절 국제교류 확대

4장 복합경영 체제 구축

1절 3대 기축사업 중심 출자사 구조조정
2절 포스코개발 출범

3절 이동통신사업 진출

1장

녹색경영 추진

1절 김만제 회장 취임과 녹색경영

김만제 4대 회장 취임
(1994. 3. 8)

1. 김만제 회장, 김종진 사장 취임

포항제철은 1994년 3월 8일 창립 이후 외부인사로서는 처음으로 김만제 전 부총리

다. 1989년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1993년부터 생산기술 부문 총괄을 맡아 왔다.

개발연구원 원장, 금융통화위원, 재무부 장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민정당 국

2. 녹색경영철학과 비전 2005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4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김만제 회장은 서강대학교 교수, 한국
책평가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였다.

녹색경영과 8대 경영방침 포항제철은 1994년 4월 창립기념식에서 녹색경영철학을 발

취임식에서 김만제 회장은 “격변의 상황 속에서도 회사는 그동안 높은 신용도와

표했다. 녹색은 회사의 전통적인 기업문화를 상징하는 컬러인 황색과 새로운 변화와

을 총결집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양적 성장의 발판 위에서 질적 성장을 일구어 나갈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조화를 이루자는 취지였다. 녹색경영철학의 키워드는 ‘유연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경영 역량

혁신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청색의 조화를 의미했다. 즉, 과거와 미래, 전통과 새로움,

것이며, 아울러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이동통신사업 등을 통하여 도약을 이

조직, 민주적 관리, 투명한 경영’으로서, 인력 개발, 기술 개발, 물류 개선, 사업다각화,

루겠다”라고 밝혔다.

투자 확대, 노사관계 개선, 자산운용 효율화, 조직 효율화 등 8대 경영방침으로 구체

3월 10일에는 김종진 부사장이 7대 사장에 취임했다. 김종진 사장은 11일 열린 취

화됐다.

임식에서 “선진국의 강력한 견제와 후진국의 집요한 추격 속에

포항제철이 녹색경영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1994년 초 경영환경이 1970~1980년

서 경영 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이루고, 지속적인 경영구

대 고도성장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더불어 사

로 미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경영의 변경을 넓혀 나가자”라고

성장시대의 체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경영이념을 정립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

조 혁신으로 본업인 철강업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경영다각화

당부했다. 김종진 사장은 1968년 입사해 열연1부장, 포항제철

소 부소장, 광양제철소 부소장을 거쳐 광양제철소장을 역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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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국제화되면서 개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

김만제 4대 회장

김종진 7대 사장

나가기로 한 것이었다.

포항제철은 녹색경영철학을 통해 기업이익과 사회공헌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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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합의에 의한 민주적 경영을 실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자율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10년간 총 32조 원

과 창의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

을 투자하며, 특히 기술개발에 6조 2000억 원을 투

람찬 직장,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선진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

자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포항제철이 추진한 3대 기축사업 육성은 과거 일

1994년 7월에는 녹색경영철학의 실천 목표로 ‘포스코 비전 2005’를

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

향과 목표, 이를 달성했을 때의 위상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크게

용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철강사

비전 2005 수립

이었다. 그동안 축적한 철강사업 역량을 최대한 활

수립했다. 비전 2005는 향후 10년간 포항제철과 출자사가 지향해야 할 경영의 기본방
두 가지 면이었다. 첫째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기업으로서

국민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재구축한다는 하드웨어 면이었다.
둘째는 새로운 사업구조에 걸맞고 무한경쟁시대에 필요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그룹
차원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경영혁신을 달성한다는 소프트웨어 면이었다.

사업구조 재구축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철강사업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철

강, 엔지니어링 및 건설(Engineering & Construction), 정보통신의 3대 기축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축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물류·유통사업을 독립
적인 전략지원사업으로 육성하는 복합경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포항제철이 더 이상 철강 전문기업에 머물지 않고, 그동안 축적한 핵심역량

을 최대한 발휘해 국내 기반기술이 취약한 E&C 및 정보통신 분야를 집중 육성해 국

비전 2005 워크숍 진행자 양성과정(1995. 4. 12~5. 4)

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하는 성격이 강
했다. 철강업의 성장이 장기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력사업인 철강사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시점에서 그동
안 회사 내에 축적된 기술, 자본,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것이 유리
하다는 판단 아래 기축사업 중심의 다각화에 나선 것이었다.

경영 시스템 혁신은 녹색경영철학에서 제시된 8대 경영방침을 구체화한 것으로, 3

대 기축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로서의 의미와, 미래의 경영환경이 예측불

허한 무한경쟁으로 진입함에 따라 어떠한 경영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룹
차원의 경영체제 구축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경영 시스템 혁신은 국제경영 체제 구축, 인력개발 및 능력주의 인사 실현, 산학연

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였다. 특히 철강 부문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체제 확립,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 장기 고용안정 및 종업원의 풍요로운

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철강 부문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일본식 경영에 능력주의와 리엔지니어링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경영을 가미해 독특

E&C와 정보통신 등 미래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3대 기축사업이 상호 유기적인 연
자 했다. E&C 부문은 단순 시공이 아닌 고부가가치의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에 초점
을 두고, 정보통신 부문은 이동통신사업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사업을

함께 육성하면서, 그 경쟁력을 철강 신기술에 접목해 철강사업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구상이었다.

또 3대 기축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물류·유통사업을 전략적 지원사업으

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 서비스 부문 개방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국내 물류·유통산업이 열악해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기 때
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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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실현 등 5대 과제로 집약됐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행태를 지배했던

한 한국식 경영을 구현한다는 것이었다. 포항제철이 다른 여타 그룹사와는 달리 국

민기업이라는 특성임을 감안해 고용안정, 능력개발, 종업원의 복리향상 등이 상호 유

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하되, 한편으로는 그룹경영 체제로의 전환과 간소화 조직구
조 확립, 능력주의 인사의 실현, 해외 기술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국제적인 경영체제
로 전환한다는 의미였다.

1994년 9월에는 비전 2005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단계 실천계획인 녹색경영 3

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녹색경영 3개년 계획은 인력 개발, 조직 효율화, 기술 개발, 철

강 설비 투자 확대, 사업다각화, 물류 개선, 자산운용 효율화, 노사관계 개선, 조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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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제 강화, 기업문화 재정립 등 10대 추진과제로 이뤄졌으며, 부문별 하부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비전 2005의 달성을 뒷받침했다.

비전 2005를 추진하는 동안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 철강업계의 경

쟁이 본격화되고, 신기술 개발 가속화 등 세계 철강산업의 구조와 경영여건이 급격

의 하향 위임을 통해 결재 단계는 2단계(팀장-본부장) 혹은 3단계(팀장-본부장-경영
위원회)로 대폭 축소했으며, 조직 기동성을 높이고 기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또 하나의 변화는 수평적 조직구조인 팀제 도입이었다. 팀제 도입은 △조직 확대에

히 변화했다. 포항제철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의 성장 한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연을 방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성장 과

월 비전 2005를 수정했다. 특히 새로 진출하는 에너지사업 등을 반영해 기존 3대 기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였다.

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해 1996년 8
축사업을 철강, E&C, 에너지, 정보통신을 포함한 미래성장산업 등 4대 전략사업으로
재편했다.

2절 경영관리 체제 쇄신
1. 본부장 책임경영제 도입

포항제철은 경영 시스템 혁신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전개했다. 하나는 3대 기축사

정에서 증가한 관리자 계층 때문에 발생한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급속한 기업

2. 경영위원회 신설과 사외이사제도 도입

포항제철은 1994년 12월,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 조직을 신설했다. 우

선 회장, 사장, 부사장, 제철소장 등 모두 9명을 위원으로 하는 경영위원회를 신설했
다.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열린 경영위원회는 회장과 사장이
결정하던 경영의 기본방침과 주요 정책들을 합의에 의해 결정했다. 경영위원들은 집
행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신설했다. 인사위원회는 인력개발, 승진,

업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 시스템 혁신이었고, 또 하나는 미래의

채용, 본부 간 이동, 유학, 연수, 노사정책, 급여, 후생 등 인사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

포항제철은 1994년 3월 10일 회장 직속 기획조정실 신설과 함께 경영관리 체제 쇄

하거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인사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룹 차원의 경영 시스템 혁신이었다.

신을 위한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기획조정실은 조직개편, 출자사 정비, 출자회사 사
명변경, 중장기 경영비전 수립 등을 시작했다. 4월 1일 단행된 조직개편의 골자는 본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인사권은 본부장에게 위임했지만 본부 간 형평 유지가 필요

투명한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포항과 광양 지역에는 각각 구매위원회를 신설
해 공급업체 선정에서부터 사후 평가, 품목별 품질
기준 설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구매위원

부장 중심 사업본부제와 팀제 도입이었다. 조직 개편에서 전사 조직을 1실 9본부 2소

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에 역점을 두고, 구매

체제로 재편하고, 기존 기획조정실은 경영기획팀, 경영전략팀, 인력팀, 기업문화팀, 투

만족도 향상, 품목별 전문 공급업체 육성, 우수 기

자조정팀의 5개 팀으로 개편했다.

자재의 안정적 확보·공급을 위해 노력했다.

본부장에게는 팀 편성, 본부 내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인사권과 예산권 등 본부

포항제철은 사업본부제 및 팀제 도입, 경영위원

운영에 필요한 전권을 위임해 본부장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했다. 본부장이

회 운영을 통해 결재 라인을 대폭 줄이며 궁극적

사업 여건에 따라 수시로 팀을 재편성할 수도 있어, 본부는 마치 독립사업체처럼 신
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본부장은 일상업무의 집행에 관여하지 않고 결재권

을 팀장에게 위임하는 대신 예산, 기획, 대외활동, 전략수립 등에 주력했다. 책임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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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경영위원회 첫 회의(1995. 1. 5)

으로 책임과 권한의 하향 위임을 추구했다. 특히
결재 단계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무한경쟁시대에
6편 국제화와 경영다각화

277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피드경영을 추구했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97년 3월 14일 사외이

사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9명인 사내이사보다 1명이 더 많은 10명의 사외이사를 선임

해 사외이사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외이사는 주주대표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
임하고, 사외감사는 감사원이 추천했다.

2장

철강 설비 투자 확대

1994년 6월에는 4반세기 대역사 완성 이후 범포스코 차원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

유하고 사내외 독자들과 회사와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포스코신문>을 창간했다.

주간 12면 체제로 창간된 <포스코신문>은 지속적인 증면으로 콘텐츠를 늘렸으며,
2000년 1월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종합정보 서비스 매체로
서 발전을 거듭했다.

1절 조강 2800만 톤 체제 구축 추진

들의 정비도 이뤄졌다. 1987년 10월 전사적으로 전개되던 한가족운동에 대한 직원들

1. 설비 투자 마스터플랜 수립

리는 한가족>은 1990년 8월부터 전 출자회사를 총괄하는 그룹사보 역할을 수행하다

해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과 신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위

<포스코신문> 창간을 전후해 그동안 사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 왔던 각종 매체

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밝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창간했던 <우

가 1992년 3월 사내 간행물 통폐합에 따라 통권 55호로 종간했다. 또 1990년 8월에
는 <자주관리>를 종간하고, 같은 해 9월 경영 현황에 대한 직원들의 정보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POSCO 주간뉴스>를 창간했다. <POSCO 주간뉴스>는 35호부터 제

1990년대 중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의 도래에 즈음

기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주요 대기업과 철강업체들은 매출액과 신규 투자
규모를 크게 늘려 잡고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포항제철 역시 광양 4기 건설을 끝으로 더 이상 증설을 하지 않기로 했던 방침을

호를 <주간 POSCO>로 바꾸고 주로 경영정보를 제공하다가 <포스코신문> 창간에

수정해 설비 증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호황에 따른

은 <포스코신문>과 함께 사내홍보 부문의 역할을 분담하다가 통권 309호를 끝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초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증설이 불가피하다

따라 통권 195호를 마지막으로 1994년 6월 9일 종간했다. 최초의 사보였던 <쇳물>
1997년 12월 <포스코신문>에 그 역할을 넘기고 종간했다.

철강 수요 증가로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2000년에 접어들면 철강 공급 부족이 더욱
고 판단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1994년 4월부터 중장기 설비 투자 마스터플랜 작성에

착수해 7월 19일 최종안을 확정했다. 설비 신·증설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서 △후판,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철강제품 위주로 증설하는 것 △고
설비투자 마스터플랜

1994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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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규모의 제철소 실현

• 미래를 위한 경쟁력 구축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 고로 중심

• 고로와 미니밀 상호 보완

• 초일류 글로벌 기업

(2100만 톤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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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3000만 톤 체제로 세계 1위)

설비투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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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대체하는 용융환원제철법, 박슬래브공법, 스트립캐스팅 등 철강 신기술을 도입
해 1999년까지 조강연산 2840만 톤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마스터플랜에 따라 박슬래브 주조기술을 적용한 연산 180만 톤 규모의 1미니밀을

1995년 착공하고, 200만 톤 규모의 2미니밀을 1998년 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설비
증설에 미니밀을 채택한 것은 기존 고로 중심의 생산체제와 상호보완성을 갖도록 함
으로써 시황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미니밀에 철원을 안정
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포항에 건설하고 있는 연산 60만 톤 규모의 코렉스 1기 설비

에 더해 1999년까지 80만 톤 규모의 코렉스 2기 설비와 70만 톤 규모의 직접환원철
(Direct Reduction Iron) 설비 2기를 광양에 건설하기로 했다.

또 1996년에 연산 42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설비를 증강하고 1997년 준공 예정

인 신후판공장 소재 공급을 위해 40만 톤 규모의 연주설비를 증설하기로 했다. 노후
한 연산 240만 톤 규모의 포항 1제강공장은 폐쇄하고 350만 톤 규모의 신제강공장

광양 5고로 착공
(1996. 10. 15)

을 1999년까지 신설해 제강능력을 110만 톤 늘리기로 했다. 또 냉연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1995년 6월 1일 임원토론회에서 고로-미니밀 방식으로 증설하기로 결정하고, 5

따라 조강생산 능력은 1997년 2515만 톤, 1998년 2715만 톤, 1998년 2840만 톤으로

고로 1기와 200만 톤 규모의 미니밀 1기를 신설하고 기존 제강·열연 설비를 보완하

대응해 연산 120만 톤 규모의 4냉연공장을 광양에 건설하기로 했다. 신·증설 계획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 신·증설 외에도 제철소의 환경개선 및 공해 방지를 위해 2001년까지 1조 2000

일 개최된 경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주요 투자 내용은 연산 300만 톤 규모의
며, 2조 509억 원을 투입해 1998년 9월 30일 준공하는 것으로 했다.

광양 5고로는 종전 고로 증설 때와는 달리 기존 소결공장과 코크스공장을 그대로

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부대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며, 특히 인공지능 시

2. 소재 안정공급을 위한 설비 증설

다. 이미 조성해 놓은 부지, 항만, 발전소, 운송설비 등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증설

광양 5고로 신설

포항제철은 1995년 6월 미니밀 착공 5개월 만에 미니밀 철원으로

당초 코렉스나 혹은 직접환원철 방식을 채택하는 대신 고로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변
경했다. 이러한 결정은 포항제철이 100% 이상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철강 수요산업의 호조로 철강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1995년 5월 24일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김만제 회장에

게 21세기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철강재가 안
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포항제철이 고로 1기를 증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제철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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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미분탄 취입기술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세계 최신예 고로라는 점이 특징이었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1996년 10월 15일 광양 5고로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은 광양 1미니밀 준

공식과 함께 열렸는데,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 김수한 국회의장, 박재윤 통상산업
부 장관, 허경만 전라남도 지사 등 정부와 국회의 주요 인사, 마이클 포스터(Michael
Foster) 영국 데이비매키 회장 등 국내외 설비공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광양 4냉연공장 준공

1997년 8월 28일에는 냉연강판 150만 톤과 전기아연도금강판

3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연산 180만 톤 규모의 광양 4냉연공장을 준공했다.

광양 4냉연공장 건설에는 9939억 원이 투입됐으며, 두께 자동제어 시스템과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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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제어 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채택해 세계 최

2371억 원을 투입한 이 공장의 준공으로 포항제철소는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물광폭재를 생산할 수 있게 설계했다. 제품 두께

특히 국제적 다자간 협상인 그린라운드(Green Round)에 대비해 설계된 2기 스테

대치인 두께 0.4~2.3mm, 폭 700~1860mm의 후

규모인 연산 84만 톤의 스테인레스강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편차는 종전보다 32%나 향상됐고, 평탄도도 한층

인리스 설비는 고성능 집진기, 폐산회수설비,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설비 등 최신 환경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어기술, 고광택 강판 제어기술 등 신기술을 대폭 채택했다. 고광택 강판 등 고급 건축

높아져 대용량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제품의 외관

광양 4냉연공장 준공으로 냉연제품 구성비를

35.6%에서 44.2%로 향상시킴으로써 고부가가치

강 중심의 선진 철강사 면모를 다졌다. 특히 자동

설비와 고순도 청정강을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정련로를 구비했으며, 극박재 형상 제

광양 4냉연공장 준공(1997. 8. 28)

차 외판 등에 쓰이는 고장력강을 저렴한 가격에 안

용 자재와 자동차용 제품은 물론 0.1mm(종전 0.3mm) 극박재까지 생산할 수 있어,
스테인리스 제품 공급체제를 종전의 생산성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로써 포항제철의 스테인리스 강종수는 24종에서 49종으로 늘어났다.

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수요산업 원가 절감에도

3.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예화 및 합리화

1·2냉연공장, 광양 1·2·3냉연공장 등과 상호 보완체

을 추진했다. 1996년 5월 30일 연산 30만 톤 규모의 광양 3CGL(연속용융아연도금

크게 기여하게 됐다. 포항제철은 특히 기존 포항

포항제철은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설비 간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해 설비 확장

제를 구축해 공장별 생산제품 특성화를 이뤘다.
포항 3후판공장 준공

1997년 9월 11일에는 연산

106만 톤 규모의 포항 3후판공장을 준공하고, 연
간 336만 톤 생산체제를 갖췄다. 특히 포항 3후판

라인)을 준공했다. 1994년 9월 1일 착공한 광양 3CGL은 최초로 자력 엔지니어링 및
포항 3후판공장 준공(1997. 9. 11)

공장은 조업 개시 90일 만에 정상조업도를 달성해 신설 공장 가운데 최단 기록을

분할 발주를 통해 건설했다. 이로써 용융아연도금강판 제품의 크기는 물론 박물·협
폭 위주의 가전용 제품에서 컬러 코팅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고객사가 원하는 제품
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됐다.

1997년 9월 30일에는 1995년 12월 11일 착공한 광양 1연주공장의 연산 193만 톤

세웠다.

규모의 4연주기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포항 3후판공장 신설에 따른 슬래브

스밀(Pair Cross Mill), WRB(Work Roll Bender) 등의 최첨단 설비를 갖췄으며, 후

들어 1997년에는 50만 톤 이상 공급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1995년 11월 연산 50만

포항 3후판공장은 제품 두께와 형상을 초정밀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는 페어크로

판공장 최초로 슬래브 입고에서부터 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자동 트래킹 시스템
을 구축해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또 기존 1·2후판공장에서 생산하기 어

려운 박물광폭재를 생산함에 따라 박물협폭재를 생산하는 1후판공장, 중·후물광폭

부족을 해소했다. 1994년을 고비로 국내 산세강판(PO재)은 공급부족 상태로 접어
톤 규모의 광양 3열연 산세라인(POL)을 착공해 1997년 9월 30일 준공했다. 공해 방
지를 위해 원격측정 시스템(TMS : Telemetry System)을 도입해 공해 배출 요소를

최소화한 광양 3열연 POL은 단위 면적(1mm )당 90kg급의 고장력강 생산이 가능
2

재를 생산하는 2후판공장과 상호 보완해 공장별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 낼 수

했다.

스테인리스 2기 설비 준공 스테인리스 2기 설비 핵심공장인 조강 연산 42만 톤 규모

산업과 가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강판 설비증강 사업에도 착수했

있는 체제를 갖췄다.

의 스테인리스 2제강공장을 1996년 8월 30일 준공했다. 1994년 11월 1일 착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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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품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내 전동기

다. 1997년 2월 5일 소둔·코팅·정정 기능을 모두 갖춘 연속소둔코팅라인을 신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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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비 공정을 4개에서 3개로 통합 단축하는 전기강판 설비증강 공사에 착공했

험실을 갖췄다. 이에 앞서 9월 10일에는 연면적

만 6000톤으로 늘려 6000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며 국내 공급부족을 해소

시뮬레이터, 전기저항 시뮬레이터, 선재 신선 가공

다. 설비가 준공되면 무방향성 전기강판생산 능력을 종전 연간 23만 1000톤에서 36

9676m (2927평)의 인덕실험동을 준공해 D&I 캔
2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용 파일럿 플랜트 등도 도입했다. 포항제철은 이어

연구개발 무대를 해외로 넓혀 1994년 10월 28일

2절 선진 수준의 기술력 확보
1. 연구개발 기능 전문화

일본 도쿄에 도쿄연구소를 설립하고, 1995년 10월
포스코경영연구소 창립(1994. 6. 1)

30일에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유럽연구소를 설립

했다. 이로써 포항-광양-서울-도쿄-뒤셀도르프를
연결하는 연구개발 부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했다.

포항제철은 1987년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철강을 비롯해 이공, 신소재, 경영·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전개했다.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자체
기술로 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기술개발로 응용 발전시켰

2. 연구개발 부문 리엔지니어링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했다. 하지만 1987년 출범한 산학연 협력체제의 주력

화되고 분할되면서 연구소 간 효율적인 운영이 어

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기술경쟁 시대에 진입하면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기술

연구기관인 산업과학기술연구소(RIST, 현 포항산업과학연구원)는 연구 범위가 너
무 다양해 전략적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R&D 부문 구조조정을 단행해 연구 부문을 분야

R&D 부문 구조조정 이후 각 기관 간 업무가 다각

포스코기술연구소 개소(1994. 7. 1)

려워졌다. 철강 부문에서는 RIST와 포스코기술연
구소가 각기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효율성

과 경제성을 살리기 어려웠고, 강재 이용기술과 철

별로 전문화하고, 1994년 6월 1일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7월 1일 포스코기술연

강플랜트 엔지니어링기술 개발을 각 출자사 소속 연구소에 의존함으로써 사업기회

경영·경제연구소가 독립한 것으로, 주로 경영 분야의 연구조사 및 컨설팅을 담당했

포스코 차원의 전략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소, 12월 1일 포스코개발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포스코경영연구소는 RIST 산하

다. 특히 포항제철이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이루기 위한 리엔지니어링과 경영다각화
전략, 포스코그룹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게 됐다. 포스코기술연구소는 RIST

의 철강 부문 중 현장성이 강한 연구기능을 분리해 현장 밀착형 기술을 개발하고, 이
를 통해 철강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내연구소로 설립했다. 또 포
스코개발기술연구소는 E&C 부문을 특화해 출자사인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
사내연구소로 설립했다.

R&D 시설도 확충해 1994년 착공한 기술연구소를 1997년 9월 30일 완공했다. 기

술연구소는 연면적 7만 1130m (2만 5174평) 규모로 지상 3층, 지하 3층에 각종 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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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시에 포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출자사 단위의 분산 연구개발 체제는 범
일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5년 2월 R&D 리엔지니어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기술전략과 R&D 간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전문화 및 범포스코 차원의
R&D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포항제철은 이에 따라 1996년 8월 R&D 체제를 개편했다. 먼저 범포스코 차원의

경영전략과 연계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본부를

신설했으며, 사내외 기술 및 R&D 부문 조직관리 체제를 일원화해 기술연구소, 도쿄
연구소, 유럽연구소를 기술본부 산하에 배치했다.

기술본부장은 산하 연구소를 종합 관리함은 물론 산업과학기술연구소와 포항
6편 국제화와 경영다각화

285

공대까지 전략적 차원에서 간접 관리하며 연구소 간 기능을 조정했다. 그 일환으로

1996년 7월 9일 산업과학기술연구소를 포항산업과학연구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연구 부문도 개편해 출자사의 핵심연구 부문은 이관하고, 철강엔지니어링센터를 신

설해 자력 엔지니어링 능력 확충, 강재 이용기술 보급, 새로운 강재 수요 창출 분야
의 연구를 담당하게 했다. 이와 함께 연구과제를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전략과제와

전술과제로 구분해서 관리했다. 그 밖에 첨단기술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산학
연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기로 하고 1997년 6월 19일 포스텍기술투자를 설립했다.

포항제철은 이를 기반으로 핵심 요소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추진해 미분탄 취입기

술 등 35개 핵심 공정기술을 선진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용융환원제철법, 스트립캐

스팅 등 혁신 제철기술을 자력 개발해 실용화했다. 또 12개 고유제품과 10개 선진 수
준의 전략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수요산업의 요구에 대응한 신제품 개발을 적극 추
진했다.

3. 철강 신기술 투자

포항제철은 2800억 원을 투입해 착공 2년 만인 1995년 11월 28일 코렉스공장을 준

코렉스공장(1995. 11. 28 준공)

공했다. 가동 초기 기술적 어려움도 많았으나, 축적된 기술을 총동원해 문제점을 해

비비와 에너지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으며, 탄소강뿐 아니라 스테인리스강 생산도

1993년 11월 1일 포항에 착공한 연산 60만 톤 규모의 코렉스공장은 세계 최초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요인도 최소화

결하고 안정화 과정을 거쳐 이듬해 1996년 11월 정상조업도를 달성했다.

상업적 규모라는 점에서 국내외 철강업계의 관심사였다. 철강 전문가들은 지구환경

및 자원고갈 문제, 철강업계 고임금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철기술은 코렉스 공법뿐
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코렉스 공법은 코크스와 소결광을 만드는 공정을 생략하고,

가격이 싼 일반탄과 철광석을 용융환원로에 바로 넣어 쇳물을 만드는 차세대 혁신
제철법의 하나로, 고로법에 비해 쇳물 제조 원가를 15% 정도 줄일 수 있었다.

1996년 10월 15일에는 연산 180만 톤 규모의 광양 1미니밀을 준공했다. 1995년 1

월 24일 착공해 21개월 만에 준공한 광양 1미니밀은 전극가열 장치에서 발생시킨 열

로 고철을 정련하는 정련설비, 제조공정 단축과 생산비 절감이 가능한 박슬래브 캐
스터로 구성됐다. 소요 예산은 5944억 원이었다.

광양 1미니밀 설비는 길이가 325ｍ에 달하는 기존 설비에 비해 185ｍ로 짧아져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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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했다. 광양 1미니밀 준공으로 원료사용과 제품생산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시황
할 수 있게 됐다.

3절 고객만족경영 추진
1. 철강유통 부문 경쟁력 강화

포항제철은 1994년 들어 경영 시스템 혁신, 조직 및 인사 혁신에 이어, 철강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판매 부문도 직거래 축소, 판매점 육성, 종합상사 기능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993년까지 국내 판매는 직거래·판매점·경안실업·포항코일센터·거양상사, 수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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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양상사와 종합상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러한 판매구조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즉

선진사 벤치마킹, 기존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을 통해 개선책을 찾아 나갔다. 납기

부담도 커서 고객 요구를 만족시키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유통 부문의 비효율적

객 특성을 반영한 대응전략 수립, 물류 부문은 불필요한 제품 취급과 창고 보관 최소

각 대응하기 어려웠고 재고, 금융서비스 등 간접비 부담과 유통 과정에서의 리스크

인 면을 조정해 기능과 역할을 재구축하고, 판매 정책과 관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차에 걸쳐 판매 구조를 개선했다.

1차 판매 부문 구조조정은 내수 판매와 수출은 출자사에 전담시키고, 포항제철은

판매전략 수립, 신시장 및 신강종 개발, 대형 수요업체 거래 등에 전념한다는 것이었

부문은 리드타임 단축과 납기 적중률 향상, 고객 서비스 부문은 고객 요구사항과 고

화 등에 역점을 뒀다. 이를 토대로 1996년 1월에는 2차 판매 부문 구조조정을 단행
해, 1차 구조조정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포항제철과 포스틸 및 포스트레
이드 간 역할 분담을 재조정했다.

직거래 업체를 21개 회사로 축소하고, 포스틸과 포스트레이드를 통합하기로 했다.

다. 이를 위해 1994년 7월 경안실업을 내수 판매 전문기업 포스틸로, 거양상사를 수

이는 판매 및 생산 부문 BPR 결과 국내 고객과 해외 고객에 대한 마케팅은 단일 조

업무를 위양한 결과 560여 곳에 달하던 직거래 업체가 1994년 9월에는 44개로 축

합병해 내수 판매와 수출 모두를 망라하는 판매 서비스 전문회사로 새롭게 출범했

출 전문기업 포스트레이드로 각각 재출범시켰다.

소됐다. 나머지는 모두 포스틸에 인계했으며, 판매점 관리와 중계기지 운영도 포스틸
이 담당했다. 포스트레이드는 수출입 업무와 함께 PIO와 POA 등 해외 판매법인과

해외사무소의 판매 영업, 또 철강소재 수입 판매와 POSA와 POSCAN 등 해외 출자

사의 원료수입 대행과 해외투자 진출 사업을 담당했다. 여기에는 포스트레이드를 장

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었다. 1996년 7월 포스틸은 포스트레이드를
다. 통합 포스틸 출범으로 무한경쟁시대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매 시너지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됐으며, 철강 물류와 유통시장의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함으로
써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차 종합상사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돼 있었다. 출자사에 업무를 인계한 후 포

2. 고객 서비스 혁신

분석, 적정 물량 배분, 가격책정 등 기획·조정 업무와 우량 고객사 개발 및 거래에 전

고, 철강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포항제철은 철강 수요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고 이해

항제철은 판매 부문을 마케팅본부를 축으로 36개 팀으로 재편해 시장 예측과 시장
념했다.

2차 판매 부문 구조조정은 1995년 4월 추진한 판매 및 생산 부문에서 새로운 환

1990년대 들어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
관계자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고객 서비스 혁신안을 꾸준히 시행했다.

1994년부터 출하 후 입금제도를 확대하고 담보제도를 폐지했으며, 1995년부터는

경에 적합한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비

납품업체에 대한 현금지급 비율을 50%로 높이고 어음만기일을 40일로 단축했다.

Process Reengineering)으로부터 시작됐다.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제품 무결점화, 납기 단축 등을

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 Business

1996년 1년간은 ‘고객과의 동반성장 실현’,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이는 그동안 생산자 관점에서 판매전략을 수립

통해 고객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했다. 판매제도 개선 차원에

하다 보니 고객만족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서 고객 불만과 클레임 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해외사무소 클레임 보상전결권

원가나 품질 등 생산 면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도

을 상향하는 등 보상체계를 개선했다. 그 결과 제품에 대한 클레임 제기율이 1992년

달했지만 고객 서비스 등 급변하는 시장 여건에 대

처하는 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문제의식
에서 출발했다. BPR을 추진하며 고객 설문조사,
288

포스코 50년 통사

0.2％에서 1993년 0.12％, 1994년 0.06%로 전 분야에서 뚜렷하게 감소했다.
포스트레이드 현판식(1994. 7)

1990년 7월부터 시행해 온 기술서비스전담제도(MR)도 대폭 확대했다. MR 전담요

원으로 구성된 팀을 운용하며, 고객사 정기 방문, 제품 품질평가 및 문제점 파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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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마련 및 결과 점검까지 모두 수행하도록 했다.

자재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객 직발행 시스템을 가동했다. 검사증명서는 고

해 구매업무 전반의 혁신작업을 추진했다. 약 1년간의 검토를 거쳐 1998년 1월부터

것으로, 종전에는 고객들이 우편으로 3~4일 후에

걸친 리엔지니어링이었다. 이를 통해 구매제도의 주요 골격을 유지해 오던 정부투자

이와 함께 1995년 11월 국내 최초로 검사증명서

1997년에는 조업·정비 기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구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

객이 주문한 제품의 품질검사 내용을 모두 수록한

본격적으로 시행한 구매 부문 혁신작업은 시스템과 프로세스 등 구매업무 전반에

나 받아 볼 수 있었으나 즉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고객 불편을 해소한 것이었다. 1996년 10월에는 조
선 고객사가 주문하는 후판제품을 블록(Block) 단
위로 일괄 공급하는 조선 원로트 시스템(One Lot

기관 관리예규에서 벗어나 탄력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
포스코 고객만족 한마음포럼(1997. 10. 29)

System)을 가동해 조선사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1997년 9월에는 국내 철강업체로서는 최초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해 구매업무의 경제적 효과와 고객만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다.

새로운 구매제도는 제품의 품질, 납기, 리드타임 등을 50~80％ 가량 향상시키고

전체 기자재 구매비용도 10~20％ 가량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를 납품업체
로 선정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도 기여했다.

시스템을 가동해 고객사와 주고받던 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함에 따라 업무처리 속

도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고, 고객사도 회사 방문 없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판매정보 시스템을 개발해 1997년 12월 5일부터 해외 고객
사와 현지 상사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정보를 제공했다.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고객

사와 현지 상사는 제철소 생산 현장의 작업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으며, 하루 평균 3시간 정도의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3. 구매업무 혁신

포항제철은 고객 중심의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1995년 유럽 등 선진 제철소를 벤치
마킹하고, 이를 토대로 1996년 3월 구매본부와 양소 사용부서, 출자사인 포스데이타

가 공동으로 구매업무 혁신추진팀을 구성해 전사 물품분류 표준화 및 신물품 분류

체계 수립, 통합 구매 시스템 구축, 공급사 네트워크 구축, 신구매 프로세스에 의한
전략구매 실행 등 구매업무 전반에 걸쳐 혁신을 추진했다.

1996년 4월부터는 자재품질 향상과 신속한 현장지원, 구매행정 간소화 등 구매업

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소액자재 구매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사용부서가 수행
하던 가격 조사와 정산 업무를 주관부서인 행정부로 단일화한 것으로서, 자재 사용
부서는 긴급 자재소요 발생 때 미리 선정해 놓은 49개 전담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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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국제화 추진

기로 하고, 1차로 뉴욕증시에 상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 국내 기업 최초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치밀한 준비 포항제철은 주식예탁증서(DR : Depositary Receipt)를 발행해 이를 뉴

욕증시에 상장하는 문제로 정부와 접촉했다. 하지만 국내 최초 사례라 관련 법규가
없어 직접 관련 부처를 찾아다니며 해외 상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주주인 정부

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해외증시 상장을 염두에 두고 주간사를 선정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포항제철은 미국, 유럽, 일본의 투자은행들과 접촉하며 ‘POSCO’의 위상을 새삼 확

1절 해외증시 상장

인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서로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발행 주간

1. 해외자금 조달의 필요성

본 노무라(野村), 유럽 베어링스(Barings) 등 세계적인 증권사들이 연이어 포항제철

포항제철은 광양 4기 설비 준공 이후에도 용융환원제철법, 박슬래브공법 등 혁신적
인 철강 기술과 설비를 계속 도입하기 위해 금리가 낮고 안정적인 해외자금을 지속적

으로 조달했다. 1991년 이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 Standard & Poor’s)와 무디

스(Moody’s)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A등급 이상 높은 신용도를 부여받

사가 되겠다고 나섰다. 골드먼삭스(Goldman Sachs) 등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과 일
을 방문했다. 이러한 해외 투자은행들의 움직임은 포항제철의 뉴욕증시 상장에 대한

국내의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기에 충분했다. 포항제철은 최종적으로 골드먼
삭스와 대우증권을 대표 주간사로 선정했다. 대우증권을 참여시킨 것은 국내 금융
업계에 국제금융업무 노하우를 축적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아 해외자금을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라 1992년부터 1997년까

뉴욕증시 상장 뉴욕증시 상장을 위한 ADR는 미국, 유럽, 아시아 3개 지역으로 나눠

를 해외로부터 조달할 수 있었다.

로 나섰다. 회사 실사를 위한 미팅과 미국 증권감독원에 사업취지 설명서를 제출하

지 사무라이본드 5회, 양키본드 5회, 유러본드 4회 등 총 14회에 걸쳐 모두 27억 달러
하지만 해외 차입금의 규모가 커지면 환율 및 이자율의 변화가 손익에 영향을 미

판매 물량을 배정했다. 각 지역 간사은행은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적극적으

는 일은 이미 양키본드, 사무라이본드 발행 과정에

칠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해외자

서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적

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포항제철은 1994년 조강 연산 2200만 톤으로 세계

이 있어 쉽게 끝났다. 기업설명회도 여러 도시를 옮

2위였으나, 2000년까지 연산 2800만 톤을 달성해 세계 최대 철강사로 부상하는 것

겨 다니며 강행군을 벌인 끝에 해외 투자자들의

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설비 신·증설에 필요한 비용은 총 15조

관심을 이끌어 내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6000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발행 가격이었다. 기업설명회를 시작하

그만한 자본을 전적으로 외부 자본에 의존할 경우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신용등급

이 떨어질 우려도 있었다. 유일한 방법은 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이었지만 국내에서는
대규모 증자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해외증시에서 자본을 조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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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가에 34~45%를 더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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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8만 8700원에 이르자 투자가들이 선매도 주문을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160개사, 이 가운데 철강업체는 영국 브리티시스틸이 유일했

최대 수익을 내고자 했다. 그 때문에 포항제철 주식의 프리미엄이 갑자기 하락하기

억 달러 이상,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 1억 달러 이상 등이었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다. 뉴욕증시 상장 기준은 주주 수 5000명 이상, 주식 수 250만 주 이상, 시가총액 1

ADR가 발행되면 장외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주가가 높을 때

모두 충족시켰다는 것은 포항제철이 해외에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표면적인

시작했다. 더구나 국내에서 최초로 ADR를 발행하는 관계로 가격산정에 도움이 될

성과 외에도 기업구조와 경영상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적 신인도와 경쟁력

만한 참고 가격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장외 주식시장의 프

을 갖춘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했다. 포항제철의 뉴욕증시 상장은

리미엄은 유동성이 극히 작다는 점, 그리고 해외 투자가들의 담합에 의해 좌우될 수

한국전력, 삼성전자, 금성(현 LG), 유공(현 SK)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증시 상장을 자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가격산정 기준이 될 수 없었다. 게다가 주간사단은 기업설명회

극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의 세계화를 가속하는 계기가 됐다.

기간 중에 들어온 매수 주문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약속을 이런저런 이

유를 들어 지키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포항제철로서는 투자가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격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제

3. 런던증권거래소 상장

약을 받았다.

포항제철은 뉴욕증시 상장을 계기로 철강, E&C, 정보통신의 3대 전략사업군에 10년

특히 주간사단은 자신들의 주요 영업기반인 해외투자가들의 입장에서 가격을 하

간 32조 원을 집중 투자해 복합경영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비전을 세웠다. 이를 위

향 조정하고자 했으며, 회사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포

해 런던, 도쿄 등 다른 해외 증권시장 상장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1995년 10월 27

항제철은 국제적 신인도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로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

일 3억 달러 규모의 DR를 세계 양대 금융시장인 뉴욕과 런던 증권시장에 동시에 상

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불합리하게 산정된 가격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며, 20시간의

장했다. 이로써 해외증시 상장 규모는 1차 뉴욕증시 상장분 3억 달러와 함께 총 6억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적으로 국내 주가에 31.5% 프리미엄을 더한 1ADR당 35.5달

달러로 늘어났다. 이 2차 발행자금은 당시 진행 중이었던 광양제철소 미니밀 등 설비

러(원화 11만 412원)로 발행가격을 결정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정부 관련 부처도

의 신설과 합리화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됐다.

포항제철이 해외증시에 상장하면 국내 기업의 국제적 지명도나 신용도가 상승해 국

한편 수출입 규모와 해외투자가 증대하자 외화 현금흐름(Cash Flow)이 이전보다

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장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도 유리하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구조를 갖게 됐고, 금융위험관리가 재무관리의 중요한 요소

1994년 10월 14일 오전 8시(한국시각 오후 9시), 김만제 회장이 뉴욕증권거래소 상

으로는 처음으로 외환관리 업무에 필요한 환경을

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1995년 8월에는 국내 기업

장 조인서에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뉴욕증시 상장이 이뤄졌다. 세계 금융시장의 한복

갖춘 딜링룸(Dealing Room)을 포스코센터에 설

판인 월스트리트에서 포항제철 ADR가 거래되기 시작했고, 포항제철은 이를 통해 3

치했다. 딜링룸 설치와 함께 외환 전문가를 양성하

억 달러를 뉴욕증시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
뉴욕증시 상장 의미

고, 외국 전문가를 채용해 선진 금융기법 및 외환

관리 체계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았다. 이러

국제 자본시장에서 뉴욕증시가 갖는 비중이나 상징성, 또는 뉴

한 과정을 거쳐 외환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

욕증권거래소의 엄격한 상장요건을 생각할 때 뉴욕증시 상장이 갖는 의미는 매우
컸다. 뉴욕증시는 런던, 도쿄와 함께 세계 3대 금융시장으로서 세계에서 주식상장
요건이 가장 까다로운 거래소로 손꼽힌다. 포항제철이 ADR를 상장할 당시 뉴욕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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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성장지역 중심 해외투자 확대

7일에는 연산 10만 톤 규모의 CGL을 착공해 1998년 9월 18일 포항 1CGL의 주요 설

1. 중국시장 투자 가속화

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비를 이설하고, 가열로, 도금설비, 유틸리티설비 등을 신설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

포항제철은 광양 4기 설비 준공 이후 증강된 생산능력을 소화할 해외시장 개척 등

1997년 2월 15일에는 양쯔강 하류 장지아강(張家港)에 장가항포항불수강유한공

전략적 차원에서 해외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스코경영연구

사를 설립했다. 1997년 4월 연산 11만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을 착공해 1999

까지 해외 생산을 200만 톤으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1994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

규모의 순덕코일센터를 착공해 1998년 9월부터 냉연강재 가공판매를 시작했다.

소에 해외 시장별로 투자환경을 조사하는 해외특수지역팀을 신설했다. 특히 2000년
까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에 활발하게 진출했다.

1990년대에 가장 역점을 둔 지역은 1992년에 수교한 중국이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중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선 화북, 화동, 화남 세 지역에 생산 및 판매 거점

을 구축한 후, 이 지역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는 것을 전략의 기본
으로 삼았다. 특히 중국 진출은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법률·행정 문제 등을 신속하
게 처리하기 위해 현지업체와의 합작을 원칙으로 했다.

가장 먼저 중국에 설립한 회사는 톈진(天津)의 포철천진강재가공유한공사(현

POSCO-CTPC)였다. 1994년 10월 26일 포항제철 10％, 포스트레이드 50％, 포스틸

년 1월 22일 준공했다. 또 포항제철을 비롯 국내 업체들의 지분 투자로 연산 12만 톤

2. 동남아 및 남미 시장 공략

포항제철은 중국 시장 못지않게 베트남 시장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베트남 역
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한 국가여서 투자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었다. 포항제철은 이미 1992년 4월 포스비나
(POSVINA)를 시작으로 1993년 5월 비나파이프(VINAPIPE), 1994년 1월 VPS를 합
작 설립하고 베트남 사업 확대를 준비해 왔다.

특히 하이퐁에 설립한 VPS는 1995년 9월부터 전기로 미니밀에서 철근, 선재, 봉강

10％ 등을 출자해 설립했으며, 1995년 2월 13일 천진코일센터를 착공해 같은 해 12월

등 연간 20만 톤의 철강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당시 베트남 철강산업은 봉강류 위

성(遼寧省) 다롄(大連)에 대련포금강판유한공사를 설립했다. 다롄 진출은 동북지역

물고 있었다. 하지만 VPS는 포항제철의 기술지원으로 품질 향상에 주력해 계획 생산

부터 연간 10만 톤 규모의 냉연강재를 가공 판매했다. 1995년 11월 27일에는 랴오닝

의 아연도금강판 수급 불안에 착안한 것으로 연산 10만 톤 규모의 아연도금강판공
장을 건설해 1997년 9월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했

주의 수요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군소업체의 난립으로 가동률이 60% 수준에 머

량을 초과 달성했다. 포스비나와 비나파이프도 매년 흑자 폭을 늘리며 성공적인 조
업을 이어갔다. 포항제철은 일본 등 해외 경쟁사들

다. 대련포금강판은 이후 현지 철강 수요가 고급강

보다 한발 앞서 베트남 시장을 선점하고, 현지 실정

위주로 옮겨가자 1998년부터 컬러강판을 추가 생

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베트남 정부

산했다.

와 현지 고객사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등 시장 기

1996년에는 화남지역 중심인 광둥성(廣東省) 순

반을 공고히 했다.

더(順德)에 진출해, 그해 12월 16일 광둥성초상유

이 밖에도 브라질에 진출해 1995년 7월 29일

한공사 및 베이지아오경제발전총공사와 80 대 20
비율로 합작해 순덕포항도신강판유한공사(현 광
동순덕포항강판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이듬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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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철광석 공급사 CVRD(Companhia Vale
대련포금강판 아연도금강판공장 준공(1997. 9. 25)

베트남 현지법인 VPS 준공(1995. 9. 15)

do Rio Doce)와 광양 5고로 조업용 펠릿을 생
산하기 위한 합작계약을 체결했다. 1996년 3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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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CVRD와 코브라스코(KOBRASCO : Companhia Coreano-Brasileira de

을 ‘철강 이미지 제고의 해’로 정하고 1년 동안 48

산 400만 톤 규모의 펠릿공장을 착공했다.

강업계의 리더로서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다.

개국 181개 철강업체와 단체를 대표하는 세계 철

Pelotizacao)를 합작 설립하고 8월 브라질 남동부 투바랑(Tubarao) 항구 인근에 연

IISI는 1996년 4월 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특별

1997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크라카타우스틸(KRAKATAU Steel)과 합

이사회에서 연간 3~5% 성장하고 있는 세계 스테

작으로 KS-POSCO를 설립해 미니밀 공장과 STS 냉연강판 합작사업을 추진했다. 이

인리스 시장에 대한 정보교환과 기술개발 및 수요

어 광양 미니밀에 공급할 고철 대체재인 HBI(Hot Briquetted Iron) 합작생산을 위

해 1997년 베네수엘라에 포스벤(POSVEN)을 설립했다. 포스벤은 포항제철을 비롯
해 포스코개발, 포스틸, 현대종합상사, 동부USA, 미국 레이시온(Raytheon), 베네수

엘라 페로미네라(Ferrominera), 멕시코 힐사(HYLSA) 등 국내외 8개사가 합작 설립

한 회사로, 1997년 5월 24일 볼리바르주 푸에르토오다즈공단에 연산 150만 톤 규모

제31차 국제철강협회(IISI) 빈 연차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김만제 회장
(1997. 10. 7)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제스테인리스스틸포
럼(ISSF : International Stainless Steel Forum)
을 산하 기구로 설립할 것을 결의했다.

ISSF 창립총회를 서울에 유치한 김만제 회장은 1997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

의 HBI공장을 착공했다.

린 서울총회에서 세계 17개국 44개사의 90여 명의 인사에게 IISI 회장이자 ISSF 회

3. 포스인베스트 설립

ISSF 창립총회를 계기로 포항제철은 물론 우리나라의 철강업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포항제철은 1995년 12월 8일 세계 4대 금융시장이자 중계무역 중심지인 홍콩에 국

내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금융전문법인 포스인베스트(POSINVEST, 현 포스코아
시아)를 설립했다.

포항제철과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이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포스인

베스트는 회사의 해외투자사업, 특히 동남아 및 중국 투자법인의 소요자금 여신,

장으로서 세계 스테인리스스틸 메이커의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제41차 동남아철강협회(SEAISI : South East Asia Iron ＆ Steel

Institute) 서울총회가 1997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개최됐

다. SEAISI는 1971년 싱가포르에서 창설된 이래 동남아 지역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
해 왔다.

차입기관 주선 및 지급보증을 통해 파이낸싱 면에서 회사의 해외사업을 지원해 오
고 있다.

3절 국제교류 확대
김만제 회장은 1994년 10월 4일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개최된 제28차 국제철강협회
(IISI) 정기총회에서 4명으로 구성된 IISI 회장단의 일원으로 선출됐다. 이어 1996년
9월 3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30차 IISI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 28명 전원

만장일치로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만제 회장은 IISI 회장에 선임된 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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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경영 체제 구축

업을 합병해 포철로재(POSREC, 현 포스코켐텍)를 출범시켰다. 이후 주요 설비 가운

데 기계 분야는 포철산기, 내화물 분야는 포철로재, 전기·계장 분야는 포스콘을 중심
으로 생산현장의 협력작업이 이뤄지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손자회사를 비롯한 단순
출자사는 대폭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성림기업, 제철기연은 흡수하고, 다른 출자사와 통합을 검토했던 포항

강재와 포항도금강판은 지분을 줄였다. 특히 거양해운은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금지한 개정 해운법이 1993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철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지
분 90%를 처분해 매각했다. 이 밖에도 동일기업, 신한기업, 한진기업, 대성기업, 포항

1절 3대 기축사업 중심 출자사 구조조정

금속포장, 우진, 대한해운, 애경공업, 거양금속, 동원개발, 삼정강업 등은 청산, 지분
매각 혹은 축소가 이뤄졌다.

화학 분야에서는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포항제철은 1989년 대우조선 정상화

출자사 구조조정은 철강, 엔지니어링 및 건설(E&C), 정보통신의 3대 기축사업을 중

과정에서 매물로 나온 제철화학과 풍국정유를 인수해 철강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성하는 한편, 3대 기축사업과 관련이 적거나 투자 효율성이 없는 출자사는 합병·매

철화학)과 자회사 코손화학을 매각했다. 또 같은 시기에 삼화화학공업, 정우석탄화

심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3대 기축사업에 해당되는 출자사는 집중적으로 육

각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출자사도 3대 기축사업을 위한 유기적인 지원체
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은 즉각적인 정리 및 통폐합이 가능한 출자사와, 관
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경제성 검토가 요구되는 출자사로 구분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철강 제조 분야에서는 1994년 1월 대한소결금속을 매각하고, 1997년 9월 동보스

테인레스, 10월 신광스테인레스를 매각했다. 또 대원강업과 합작 설립한 대경특수강

꾀했다. 하지만 출자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994년 풍국정유, 1995년 포스코켐(구 제
학도 모두 정리했다.

E&C 분야에서는 1994년 4월 아주엔지니어링 지분 매각을 시작으로 1995년 3월에

는 제철세라믹을 무상감자 형식으로 매각했고, 6월에는 클레스트라하우저만을 매

각했다. 1997년 4월에는 동서고속도로를 매각하기로 하고, 5월부터 단계적으로 지분
을 정리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1993년 11월에 하이퍼컴퓨터를 매각했고, 1994년 8월에는

의 지분도 1997년 10월 매각했다. 판매 및 유통 분야는 두 차례에 걸친 판매 구조조

소프트뱅크코리아(SBK) 지분 일부와 가인전자를 매각했다. 1995년 11월에는 주석

병해 포스틸을 출범시켰다.

타가 에이텔을 흡수 합병하고, 소프트뱅크코리아 지분 전체를 매각했다.

정과 맞물려 포스틸과 포스트레이드로 재편한 이후 1996년 7월 두 회사를 다시 합
정비 및 지원 분야에서는 현장의 협력작업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대폭적인 구조조

도금강판을 생산하는 포스틴을 흡수 합병했고, 1996년 2월에는 출자사인 포스테이
포항제철은 출자사 통폐합과 매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도 철강사업

정이 이뤄졌다. 이미 1993년 7월 제철정비가 자회사인 동양기공을 흡수 합병하면서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육성을 위해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1994년 8월 에너지

비 전문 정비회사로 체제를 정비했으며, 5월에는 그린산업과 그린환경산업을 인수했

자발전사업 석탄화력부문 사업권을 획득하고 같은 해 9월 사업을 담당할 자회사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1994년 4월에는 제철정비가 포철산기로 사명을 바꾸고 기계설
다. 같은 해 12월에는 내화물 제조회사인 삼화화성과 내화물 정비회사인 거양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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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반을 발족시킨 이후 지속적으로 에너지사업 진출을 추진해, 1996년 8월 민

포스에너지를 설립했다. 1997년 2월에는 가동 중지 상태였던 삼미특수강의 봉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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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부문을 인수해 창원특수강(2007년 3월 포스코특수강으로 사명 변경)을 설립

했고, 6월에는 산학연의 성과를 사업화시키기 위한 인큐베이팅의 일환으로 중소기
업 창업투자회사인 포스텍기술투자를 설립했다.

포항제철은 1997년 말까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1994년 6월 43개사였던 출

자사를 △철강 제조 및 유통 분야의 포항도금강판(현 포스코강판), 포항강재, 창원특

수강(현 세아창원특수강), 포스틸(2017년 3월 포스코대우와 합병) △정비 및 지원 분
야의 포철로재(현 포스코켐텍), 포철산기(현 포스코플랜텍), 포스콘 △E&C 분야의

포스코개발(현 포스코건설), 포스에이씨 △정보통신 및 반도체 분야의 신세기통신,

포스데이타(현 포스코ICT), 포스코휼스 △에너지 분야의 포스에너지 △기타 포스

포스코개발 창립
(1994. 12. 1)

코경영연구원, 포스텍기술투자, 승광 등 16개사로 축소 조정했다.

을 통합해 포스코개발이 출범했다. 이 때문에 포스코개발 설립은 거양개발이 회사

강화함으로써 외환위기 상황과 세계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할

더 정확하다.

포항제철은 출자사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제고하고 범포스코의 경쟁력을

수 있었다.

2절 포스코개발 출범
3대 기축사업에 기반을 둔 사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E&C 부문
을 담당할 신설회사로 포스코개발이 공식 출범했다. 포스코개발 설립은 이미 1992
년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완성이 임박했던 1991년 거양개발 설립으로 예견됐던 일이

명을 바꾼 것이라기보다는 포항제철의 E&C 부문이 새로운 회사로 출범했다는 것이
포스코개발 출범 과정은 우선 거양개발과 PEC가 1994년 8월 합병계약에 조인하

고, 이어 포항제철의 엔지니어링본부와 건설본부 인력들이 거양개발에 합류하고, 11
월 15일 거양개발이 임시 주총을 열어 회사명을 ‘포스코개발주식회사’로 정한 뒤 12
월 1일 최종적으로 PEC와 합병 절차를 밟음으로써 마무리됐다. 11월 16일에는 본사

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원빌딩에서 현판식을 열었으며, 1995년 1월 23일에는 하얏
트호텔에서 창립기념 행사를 열고 포항제철그룹의 E&C 분야 진출을 대내외에 공식
적으로 선언했다.

포스코개발은 1995년 1월 ‘POSEC VISION 2005’를 수립했다. 세계적 E&C 회사인

었다. 4반세기 건설 대역사 과정에서 설계관리를 담당했던 엔지니어링본부, 사업관

미국 벡텔을 타깃으로 설정하고, 21세기 세계 으뜸 E&C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포부

립 방안이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으로 얼룩졌던 국내 건설업계에 신선한 자극이 됐다.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으

리를 담당했던 건설본부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신설회사 설

1994년 3월 포항제철 창립 이래 처음으로 외부 영입인사인 김만제 회장이 취임해

비전 2005를 수립하고 2005년까지 세계 100대 그룹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성장의

지렛대로는 철강본업과 함께 엔지니어링과 건설(E&C), 정보통신 등 3대 기축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해 포스코개발 출범은 더욱 가속화됐다. 포항제철의 엔지니
어링본부, 건설본부 그리고 E&C 부문 출자사인 포스코엔지니어링(PEC)과 거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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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혔다. 출범과 함께 슬로건으로 내건 ‘무담합, 무덤핑, 무부실’은 담합과 부실시공
로 건설업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이어서, 국민기업인 포항제철의 출자회사가
건설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 포스코개발은

출범과 함께 포항제철 설비 공사는 물론, 광안대교 공사,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굵직한 사업을 수행했고 중국, 베트남, 영국 등 해외 건설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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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이동통신사업 진출

서를 교부받았다. 사업허가서에는 서비스 제공지역을 전국으로 하며, 제공역무는 이

3대 기축사업의 또 다른 축인 정보통신 부문을 담당할 신세기통신이 1994년 5월 2

모든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일 정식 출범했다. 신세기통신의 출범은 4반세기 제철 대역사를 마무리한 포항제철

동전화 및 부대 역무로 명기돼 있었다. 이로써 제2이동전화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신세기통신은 이후 CDMA 방식에 의한 교환국과 기지국 건설에 매진해 1995년

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수평적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1990년 이동통신사

말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교환국과 기지국 간의 연동시험을 계속하는 등 상용 서비

쟁사보다 앞선 기술력과 자금력, 치밀한 사업계획,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에

를 거쳐, 마침내 같은 해 4월 1일 ‘디지털 017’ 개통식을 갖고 수도권과 대전권에서 국

업 진출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포항제철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경
힘입어 ‘공기업 배제론’을 극복하고 1994년 2월 28일 제2이동통신사업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었다.

신세기통신의 등장은 이동전화 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스 개시를 위한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신세기통신은 1996년 2월 시범 서비스

내 최초의 CDMA 방식 이동전화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이동전
화 시장은 경쟁체제를 맞았고, 그 주역은 바로 국민기업 포항제철이었다.

포항제철의 정보통신 부문 출자사인 포스데이타(현 포스코ICT)의 약진도 두드러

받았지만, 국내외 240여 개사가 주주로 참여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컨소시엄일 뿐만

졌다. 포스데이타는 1989년 11월 설립돼, 주로 시스템통합(SI)과 아웃소싱, IT컨설팅,

은 포항제철이 지분 15%를 가진 주도사업자였지만, 14%를 가진 코오롱그룹을 비롯

그룹웨어 부문에서 업계를 선도했다. 1995년에는 업계 최초로 ISO 9001 및 TickIT

아니라 민간 자율조정에 의한 첫 경영협력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신세기통신
해 240여 주주사와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신세기통신은 1994년 6월 30일 창립기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동윤 체

신부 장관, 장경우 국회 체신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전경련 회장 등 정관계,
재계 인사들과 김만제 회장, 이동찬 코오롱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주요 주주

사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출범에 즈음해 종전 회사명 신세기이동통신을
신세기통신으로 바꿨다.

네트워크통합(NI) 등 IT서비스를 주력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으며, 1998년에는 국내 최초로 정보기술 컨설팅을 인도에 수출
했다.

이로써 포항제철은 철강본업을 중심으로 포스코개발이 담당하는 E&C 부문과 신

세기통신과 포스데이타가 담당하는 정보통신 부문이라는 양쪽 날개를 달고 수평적
사업다각화를 이루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채비를 갖췄다.

신세기통신은 출범과 함께 디지털 방식의

CDMA 기술에 의한 차원 높은 이동전화 서비스

를 상용화하기 위해 사업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
며 ‘고객만족, 기술우위, 국제화’라는 ３대 기업이

념을 구현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제2이동전화
사업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 1994년 6월 28일
체신부로부터 이동전화사업 신규허가 대상법인으

로 확정됐고, 7월 30일에는 체신부로부터 이동전
화 역무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특정통신 사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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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기이동통신 CDMA 개통 기념 리셉션(199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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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

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2000년 철강 수요 예측
5170만 톤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를 주장했다. 한국철강협회는 5350만 톤, 전국경제

인연합회는 6159만 톤으로 민간의 수요 예측 결과도 각기 달랐다. 포항제철이 이미
연산 300만 톤 규모의 광양 5고로 증설을 결정했음에도 현대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수급 전망에 대해서
도 현대는 정부의 전망치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어서 우리나라가 일관제철소 증설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유휴시설이 많은 일본이 아시아 철강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는 주
장을 내놓았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기존 철강산업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이 나왔다. 재정경제원(현

1절 유상부 회장 취임과 경영위기 극복

기획재정부)이 통상산업부의 업종전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고, 한국개

1. 외환위기와 국가 경제위기

러나 1997년 말 동아시아 외환위기 확산으로 정부 부처와 현대그룹의 주장은 사실상

1997년 들어 동남아를 중심으로 통화불안으로 인한 금융위기 조짐이 감지됐다. 급

기야 7월에 태국 바트화가 폭락했고, 필리핀은 일일 환율변동 폭이 4%에서 8%로 확

발연구원도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힘을 잃게 됐다.

1997년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 철강업계는 철강 수요에 대한 국내외의 낙관적인 전

대됐다. 우리나라에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8월에

망을 바탕으로 설비 증설을 계속했다. 특히 현대하이스코 등 수요증가 속도가 빠른

락했다. 우리나라도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유동적인 상황

을 공급하기 위해 광양제철소 조강생산 능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신증설 붐으로 국

말레이시아 링기트화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폭락했고, 10월에는 홍콩주가가 폭
에서 결국 외환위기 사태를 맞고 말았다.

정부는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이른바

IMF 관리체제가 시작됐다. 단순한 유동성 부족으로 인식됐던 외환위기는 시간이

냉연업계가 경쟁적으로 설비를 증설했고, 포항제철 역시 냉연제품 소재인 열연코일
내 조강생산 능력은 1994년 3533만 톤에서 1997년 4335만 톤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확산되면서 철강 수요산업이 성장을 멈추고, 철강 수요가 급감
해 1997년 국내 철강산업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후 사태는 더욱 악화

지남에 따라 금융경색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콜금리

돼 1998년에는 내수가 1997년보다 34.6%나 감소

가 23.9%까지 상승하고, 환율이 2000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외환거래 정지

했고, 아시아시장의 수요 감소와 통상마찰 등으로

사태가 빚어졌고, 해외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를 투자 부적격 국가로 평가했다.

사상 처음으로 조강생산량까지 감소했다. 1990년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와 맞물려 사회 전 부문은 뼈를 깎는 구조조

대 중반에 투자한 설비들은 일시에 과잉 설비로 전

정을 강요받았고, 이 과정에서 대량 실직사태도 발생했다.

락하고 말았다. 특히 국내 전기로업계와 특수강업

현대그룹이 일관제철사업 진출을 포기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그동안 현대그룹은

지속적으로 일관제철사업 진출을 추진했고, 정부는 중복 투자와 공급과잉으로 인
한 국가 경제 부담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정부의 수급 전망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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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금 모으기에 동참한 임직원(1998. 1)

계, 단압밀업계 등은 원가구조가 취약해 한보철강,
삼미특수강, 기아특수강 등이 부도를 냈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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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도 더 이상 양적 팽창 위주의 경영이나 차입경영에 의존하기 힘든 상황을 맞
았다.

2. 유상부 회장, 이구택 사장 취임

1998년 3월 17일 포항제철의 새로운 경영진으로 유상부 5대 회장과 이구택 8대 사장
이 취임했다. 외환위기의 가파른 파고에 맞서야 하는 중책을 짊어진 유상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위기극복의 선봉에 섰던 국민기업으로
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경제개혁과 국난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매진해 나가자”라고 역설하며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상부 회장은 특히 “제철보국의 창업정신을 토대로 세계화 시

유상부 5대 회장 취임
(1998. 3. 17)

대에 맞는 발전적인 기업문화를 재정립하고 초일류 철강기업을 조기에 실현하며 강
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기업으로서의 소임을 지속해 나가는 데 역점
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유상부 회장은 1970년 3월 입사해 설비계획1부장, 건설1부

3. 비상경영 체제 가동

1993년 6월 퇴임 후 삼성중공업을 거쳐 삼성재팬 사장으로 재임하다가 회장으로 복

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됐다. 철강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 조강 생산량

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을 역임하며 건설, 생산기술, 설비계획 등을 담당했다.

1998년 들어 외환위기 여파에 따른 고금리와 긴축재정으로 설비 투자 감소, 건설경

귀했다.

은 1997년 4255만 톤 대비 6.2% 줄어든 3989만 톤을 기록했다. 국내뿐 아니라 동남

이구택 사장은 취임사에서 “직원 모두가 일을 통해 자아 실현의 보람을 찾을 수 있

아, 중국, 일본 등 주력 수출시장마저 침체돼 있고, 미국과 유럽 각국은 반덤핑 제소

도록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자율적인 조직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

등의 수단을 동원해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어, 수출을 통한 판로 개척도 한계에

하겠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구택

다다른 상황이었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수년간 낙관적인 수요 전망을 근거로 투자해

사장은 1969년 3월 공채 1기로 입사해 수출부장, 경영정책부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온 과잉 설비가 야기한 문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조업 개시 이후 처음으

부사장으로 재임하며 수출, 경영정책, 신사업, 포항제철소 등 경영 전반의 요직을 두

로 감산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루 거쳤다.

미니밀은 1998년 2월부터 설비 보존 수준으로 감산조업에 들어갔으며, 냉연공장

유상부 회장과 이구택 사장 취임으로 4년 만에 내부 승진 전

가동률은 포항 92%, 광양 88% 수준으로 조정했다. 같은 해 5월 27일에는 수주 시나

통을 되살렸고, 공채 1기가 사장에 취임하는 등 큰 의미가 있

리오별 조업계획 검토를 통해 감산 기본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철소별

었다. 경영환경은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 사태의 혼란과 고통

설비 가동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이 극심했고,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파고가 높은

가운데 세계 철강사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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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IMF 관리체제 진입 이후 자동차, 건설, 가전 등 국내 철강 수요산업은 완전히

유상부 5대 회장

이구택 8대 사장

침체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포항제철은 내수 부진을 만회하고 생존을 위해서는 수출
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출총력 체제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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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866만 톤에 달하던 내수 물량은 1998년 1741만 톤으로 줄어 창립 이후 처

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1997년 651만 4000톤이었던 수출량은 1998년에 750
만 1000톤으로 증가했다. 비록 내수와 수출을 합친 총판매 물량은 1997년 2517만

톤에서 1998년 2491만 톤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경쟁사들에 비해 앞선 원가 경쟁력

의 잉여 설비능력은 이미 2억 3000여만 톤에 이르고 있었다. 설비 과잉과 철강경기

침체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까지 겹쳐 세계 철강시장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통합과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철강업계의 통합 움직임은 1990년대 후반 유럽에서 시작됐다. 1997년 독일 티센

을 충분히 활용하고, 원화가치 하락분을 이익으로 돌리는 등 위기상황에 능동적으

과 크루프가 합병한 티센크루프스탈(Thyssen Krupp Stahl)이 출범했다. 1998년에

록하는 등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경영실적이 돋보였다. 1998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네덜란드 이스팟인터내셔널(Ispat International)은 미국 인랜드스틸(Inland Steel)

로 대처했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총판매 금액과 당기순이익은 창립 이후 최고를 기

86만 톤이 적은 2557만 톤이었지만, 세계 최대 조강생산 능력을 가진 신일본제철이

지속적인 일본 국내경기 침체로 1998년 조강 생산 2408만 톤에 머물면서 포항제철이
조강 생산 1위로 올라섰다.

는 미국 베들레헴스틸(Bethlehem Steel)이 루켄스스틸(Lukens Steel)을 인수했고,

을 인수했다. 1999년에는 영국 브리티시스틸(British Steel)이 네덜란드 후고벤스
(Hoogovens)와 합병해 코러스(CORUS, 현 타타스틸유럽)를 출범시켰다.

포항제철 역시 세계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경영정책과 전략을 마

한국은행이 국내 2328개 기업을 대상으로 1998년 상반기 경영성과를 조사한 결과

련할 필요가 있었다. 포항제철은 새로운 경영철학으로 정도경영, 투명경영, 책임경영

은 낮은 부채비율과 매출액 증가로 안정성장을 지속했다. 우선 부채비율이 128.5%

맞는 경영을 추구함으로써 21세기에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과 번영을 지속하기 위

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은 금융비용과 외환차손 증가로 악화됐으나 포항제철
로 국내 기업의 3분의 1 수준이었으며, 자기자본비율은 43.8%로 다른 기업보다 두
배나 높았다.

2절 책임경영 강화
1. 정도·투명·책임의 경영철학 제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세계 철강업계의 해묵은 과잉 설비, 과잉 생
산 논쟁은 퇴색하고, 철강가격 하락이 도미노처럼 번지며 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1997년 말 톤당 300달러대를 유지하던 열연코일 수출가격이 1998년에 200달러까지
하락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열연코일의 하락세는 냉연강판, 아연도금

강판, 슬래브의 연쇄적인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보호무역으로

을 제시했다. 이는 구태의연하고 잘못된 사고방식과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한 것이었다.

정도경영이란 올바른 길이 아니면 그것이 비록 많은 이득을 준다고 하더라도 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정도경영을 위한 실천기준은 기본과 원칙의 준수, 글로벌 스탠더
드 구축, 도덕경영 실천 등이었다.

투명경영은 자금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 등 기업의 모든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하

는 것으로, 이는 특히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1999년 4

월 1일 자금관리실 내에 IR(Investor Relations)팀을 신설해 주주정보, 실적공시, 영
업보고서 등 각종 경영 및 재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함으로써 주주가

치 극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여기에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스피드경영체제 구축을 포함시켜 프로세스 혁신(PI : Process
Innovation)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책임경영은 주주, 고객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것이었다.

대응하며 철강 수출입을 둘러싼 통상전쟁이 시작됐다.

책임경영 실천항목에는 가치경영과 윈-윈(Win-Win)경영을 포함시켰다. 고객은 기업

산량은 전년 대비 2000만 톤 이상 줄어든 7억 7000만 톤이었으나 전 세계 철강업계

래의 회사 중심의 의식구조와 행동을 버리고, 고객 중심의 사고로 대대적인 변화를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무역장벽이 아니라 수급 불균형이었다. 1998년 세계 조강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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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생산과 판매, 구매를 포함한 전체 지원 시스템을 고

이사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사외이사는

포스코는 2000년 10월 민영화 이후 비전 체계 정립 작업에 착수해 2000년 12월 ‘사

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물을 선임함으로써 그들

객 중심으로 재구축해 나갔다.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적

회 기반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여 고객과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미션으로,

의 경험과 지식을 경영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사업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을 21세기 비전으로 선포했다.

했다.

21세기 비전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3대 실천 방안은 △세계 최고의 철강사업 가치를
가진 기업 △21세기형 새로운 성장엔진을 확보한 기업 △최고의 인재를 육성하고 혁
신을 지속하는 기업 등이었다

2002년 3월에는 종전 3년이던 상임이사 임기를 3

글로벌 전문경영체제(GPM)를 도입한 제31기 주주총회(1999. 3. 16)

추천위원회’와 ‘경영자 육성 보상위원회’는 ‘이사후

계, 이와 관련된 인사제도 등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경영위원회의

보추천 및 평가위원회’로 통합해 이사 후보 자격심

의결기능을 폐지해 심의기구로 기능을 축소하고 종전에 예산, 인사 등 경영권 관련

사와 사외이사 후보 추천, 경영진 평가 및 보상계

사항과 투자 및 계약과 같이 중요한 집행업무 결정권은 각 본부에서 본사 전문 부서

이에 실을 중간조직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본사 조직은 담당임원-실-팀으로 재편

하고, 양 제철소는 팀제 운영부서 중 일부를 과로 전환하고 일부는 통폐합하거나 부
단위로 재편했다.

회를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조정해 소규모 사
담당하도록 했다. 기능의 연관성이 높은 ‘이사후보

포항제철은 새로운 경영철학 정립에 이어 1998년 12월 31일 의사결정 체계와 조직체

또 사업부 성격의 본부제를 폐지하고 담당임원제를 도입했으며, 담당임원과 팀 사

년 이내로 단축했다. 단순 심의기구였던 경영위원
내 투자계획 및 자산 취득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2. 글로벌 전문경영체제 도입

로 이관했다.

년 이내, 3년 이내로 되어 있던 집행임원 임기는 2

획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들이 단순
히 경영을 감시, 감독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역

사외이사 워크숍(1999. 4. 29~30)

록 역할을 강화했다.

할을 넘어 회사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

1997년 3월 처음 도입한 사외이사제는 외환위기 당시 아시아 각국 기업들의 모범이

1999년 3월에는 전문경영진의 책임경영과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될 정도로 높이 평가받았다. 1999년 4월에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재구성

Management)를 도입했다. 종전에 안건 심의 및 승인만 수행하던 이사회 기능을 경

하도록 했다.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를 의식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경영을

위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글로벌 전문경영체제(GPM : Global Professional
영전략 입안 조율 및 승인, 경영지표 모니터링, 최고경영자 육성 및 보상, 기업가치 기
준 설정 및 위기관리 등으로 대폭 강화해 실질적으로 경영을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경영진에 권한을 집중하는 대신 이사회가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내부 경영진을

해,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하거나 평가하고 경영정책과 전략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 2000년 3월에는 감사위원회를 신설
하고, 2001년 3월 내부 감사조직을 CEO 보좌기구로 조정했다.

견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또 이사 수를 19명(상임 9인 이하, 비상임 10인

이하)에서 15명(상임 7인, 사외 8인)으로 축소하고, 사외이사를 종전과 같이 과반수
로 구성했다. 그동안 주주가 추천해 온 사외이사는 상위 5대 주주가 5명을 추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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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철강사업 구조조정

포항제철은 결국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와 통상마찰 등으

로 감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창립 이후 30년간 고수해 온 ‘최대 생산·최대 판
매’ 전략을 수정해 ‘적정 생산·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기업체질
을 양적 생산체제에서 질적 생산체제로 개선 전환하는 의미였다.
2. 국내외 철강사업 구조조정
설비 투자 부문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1990년대 중·후반 버블경제가 일으킨 과잉

수요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사태였다. 거품이 꺼지자 그동안 과

1절 경영정책의 대전환

잉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투자한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포항제철도 그
와중에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했다.

신규 투자는 수급구조 및 경제성을 재검토해 수익성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1. 내실경영으로 전환

과감하게 중단하고, 설비 합리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영환경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다. 포항제철 내부적으로도

감안해 과잉투자로 판단되면 즉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운영에 들어간 사

동아시아 금융위기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동반 하락한 데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수
외환위기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인해 일부 설비들이 과잉 설비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창립 이후 30년 동안 성장 위주 정책과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포항제철은 이에 따라 외형 중시 성장전략은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식

하고, 기존 사업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체질을 강화하는 내실경영으로 전환했다.

방법으로 투자 시기를 미뤘다. 이미 진행 중인 투자사업이라도 경영환경 변화 추이를
업도 수익이 극히 낮은 사업은 기술 향상과 원가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개

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단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사업은 불투명한 세계 경
제 여건을 감안해 일단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은
경제성을 고려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신중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1998년 4월 투자사업 합리화 전담조직을 신설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모든 투자

내실경영으로 전환한 것은 생산량 감축이라는 중대 결정으로 이어졌다. 창립 이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잉 및 저수익 자산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

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소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낮은 기계장치, 건물, 차량 등의 고정자산을 매각했으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생산 및 판매 정책은 ‘최대 생산·최대 판매’였다. 이는 수요산업에 대한 신속한 공급

하지만 세계 경제의 불안감으로 철강업계 침체가 확산되면서 내수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고, 무역마찰로 인해 수출도 신장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었다. 포스코경영연구
소도 국내외 철강시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적 프로덕트 믹스(Product Mix)와 세
일즈 믹스(Sales Mix)를 통해 생산량 감축 충격을 최소화하고, 통상마찰을 방지하

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중동, 서남아 등 신규시장 개척을 서둘러야 하며, 기
존 시장의 고객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16

포스코 50년 통사

석도강판 증강사업, 2미니밀 사업 등 2400억 원의 투자계획을 조정했고, 활용도가
통해 재고자산을 1366억 원 이상 감축했다. 1999년에는 영업 목적에 활용되지 않고
조세 부담만 초래하던 저수익 자산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스틸하우스 부지, 삼성동

그린호텔 등 비업무용 토지와 건물 등의 유휴자산을 추가로 처분해 유동성비율을
높였다.

중복투자 방지 등 국내 산업구조 조정 차원에서 포항의 석도강판(TP : Tin Plate),

전해크롬산처리강판(TFS : Tin Free Steel) 등 스틸캔 소재 증강사업도 전면 보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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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8년 가동률이 35%에 머문 1미니밀은 1999년 2월부터 설비 보존 수준의 감산

스를 정밀 분석, 1998년 11월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우선 본사 차원에서

월 49% 가량 공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건설을 중단했다. 2미니밀과 연계해 건설 중이

으로써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 투자사업을 중요성에 따

조업에 들어갔다. 1997년 9월 1일 착공한 연산 200만 톤 규모의 2미니밀은 1998년 12
던 광양 5고로 처리문제도 신중히 검토했다. ‘5고로 미가동’, ‘5고로 가동 및 1고로 휴

풍’, ‘5고로 가동 및 균등 감산’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시나리오별로 원가분석

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검토한 후 건설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되 가동 시기는 미
루기로 했다.

해외 투자사업

과잉 설비와 저수익 자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더 이상

의 기회비용 손실을 방지한다는 기준은 해외 투자사업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중국시
장 석도강판 수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중국 다롄에 추진하던 연산 10만 톤 규

모의 대련 ETL(Electrolytic Tinning Line : 석도강판설비) 사업, 광둥성 백색가전

수요를 감안한 광주 EGL(Electrolytic Galvanizing Line : 전기아연도금설비) 사업
을 경쟁사의 과다한 진출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전면 백지화했다.

1999년 6월 크라카타우스틸(Krakatau Steel)과 합작으로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미니밀 사업과 스테인리스 냉연사업을 중단하고, 비용을 정산해 현금자산은 크라

카타우스틸과 배분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부지를 매입한 상태였지만, 외환위기
로 루피아화 절하에 따른 달러 표시 열연코일 판매가격 하락과 차입금의 이자율 증

가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크라카타우스틸이 경영악

검토해야 할 투자사업과 제철소 자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투자사업을 명확히 구분함
라 A, B, C, D급으로 분류했으나, 투자 성격에 따라 프로젝트성 투자사업, 정비성 투
자사업 그리고 일반 경상투자사업으로 재분류했다. 업무추진 조직과 절차를 구분해

종전에 제철소에서 수행하던 프로젝트성 투자사업과 각 본부에서 수행하던 30억 원
이상의 일반 경상투자사업을 본사로 이관했다. 프로젝트성 투자사업은 300억 원 이
상이거나 해외투자인 경우 이사회, 기타 투자사업은 금액 기준에 따라 회장 또는 사
장이 승인하도록 했으며, 정비성 투자사업도 금액에 따라 회장, 사장 또는 제철소장
승인사항으로 지정했다.
3. 판매 부문 구조조정

판매전략도 수정했다. 1994년부터 출자사인 포스틸이 판매를 담당하면서 생산과 판

매의 분리에 따른 장점도 있었으나, 고객사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웠
다는 점과 거래 조건, 가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판매 부문 구조
조정을 단행해, 1998년 6월 포스틸이 대행해 온 주력 제품 판매권을 인수하고 178개
중·대형 거래업체와의 거래 창구를 회사로 단일화했다.

이는 생산과 판매를 연계함으로써 악화된 판매 시장과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화로 사업철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포스네시아

수 있는 강력한 판매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고객사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수용

사업권을 상실해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입게 되고 부지 매각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

물, 주문외, 주물선 등 비주력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재조정했다.

(POSNESIA)는 유지했다. 사업권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현지 법인을 청산할 경우
기 때문이다.

하기 위한 조치였다. 포스틸은 중소 고객사와 영세 고객사에 대한 판매 그리고 부산

판매권 인수와 함께 마케팅본부 조직을 개편해 기존 내수판매, 수요개발, 수출 등

고철 대체재인 HBI(Hot Briquetted Iron)를 생산하기 위해 1997년에 베네수엘라

3개 부문 22개 팀을 판매관리, 내수판매, 수요개발, 수출 등 총 4개 부문 28개 팀으

현지 화폐의 평가절하와 노조 파업 등 투자환경도 급속히 악화돼 매각을 검토했다

매에 이르는 주요 기능을 다시 일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철강시장 개방에 대비

에 합작 설립한 포스벤(POSVEN)은 HBI 시황이 악화돼 채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가 2002년 11월 최종적으로 청산을 결정했다.

투자사업 프로세스 개선 투자사업 구조조정은 비록 외환위기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에 따른 조치였지만,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 투자사업 추진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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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대했다. 철광석, 원료탄 등 원료 수입업무도 인수해 원료구매에서부터 생산, 판
해 판매점 대형화,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1994년부터 일부 지분 출자를 했던 총 21
개 판매점 중 상장사 2개를 제외한 19개 판매점 지분을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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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고부가가치 생산설비 확충

다. 또 2001년 8월 코렉스 설비 개수 작업에 착수해

1. 설비 합리화

에는 차세대 혁신 제철 공정인 파이넥스(FINEX)

2001년 10월 2대기 조업을 개시했으며, 2001년 1월
데모 플랜트를 착공했다.

포항제철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100%가 넘는 가동률이었다. 조업 초기부터 적정

포항제철소의 각 공장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

규모의 최신 설비를 적기에 최소 비용으로 건설해 완전 가동함으로써 가장 높은 원

급하기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신설,

가 경쟁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수요가 감소하면서 일부 설
비가 저수익 자산 또는 무수익 자산으로 변했다. 특히 광양 5고로와 관련 설비, 광

양 1·2미니밀, 광양 4냉연 등으로 인해 전체 자산 18조 원 가운데 25%에 달하는 4조

5000억 원의 자산이 묶여 버렸다. 과잉 자산은 그 자체로도 손실이었지만, 연간 수천
억 원의 기회손실까지 추가로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했다.

광양 5고로에 화입하는 유상부 회장(2000. 4. 18)

환경개선을 위한 코크스 건식소화설비(CDQ) 신설
등도 추진해 에너지 절감 및 저공해 제철소 실현에
앞장섰다.

1996년 10월 착공해 1999년 3월 준공된 광양 5고로는 여기서 생산된 쇳물을 사용

하지만 장치산업인 철강업은 설비 성능이 곧 경쟁력이어서 설비 투자를 하지 않

하기로 돼 있던 2미니밀 사업의 중단으로 준공 후 1년 남짓 가동이 보류됐으나, 연간

비 합리화를 추진했으며, 신증설은 반드시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설비에만 국

다. 2000년 4월 18일 화입을 하고 20시간이 지난 19일 오전 7시 56분 첫 출선이 순조

을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경쟁적인 설비 증설을 지양하고 노후 설비를 개수하는 설
한했다. 이에 따라 1999년 이후 투자는 생산능력 증강을 위한 신설비 증설 비중이

1998년 48.6%에서 2001년 11%로 현격히 하락했으며, 설비 보존을 위한 투자비는
1998년 9.2%에서 2001년 24.3%로 대폭 상승했다. 주요 노후설비 개조사업은 2001년
1월 포항 1열연 단중 증대공사 준공, 2002년 3월 포항 1냉연 합리화공사 준공, 2002

년 5월 광양 2열연 증강공사 준공, 2002년 4월 종풍 후 2002년 6월 2대기 조업에 들
어간 광양 1고로 개수 준공, 2002년 10월 포항 2열연 사이징 프레스 증강공사 준공

380만 톤을 구입하는 고철 및 냉선 등 냉철원류 가격 상승에 대응해 가동에 들어갔
롭게 이뤄졌다. 광양 5고로 건설에는 총 4000억 원을 투입했으며, 출자사인 포스코

개발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광양 5고로 가동으로 광양제철소는 고로 5기 조업체
제를 갖춤으로써 기존 고로의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고로 수명을 연장하고,
150만 톤에 달하는 고철 구매를 대체하게 돼 국내 전기로 업체의 고철 구득난 해소
에도 기여했다.

등이었다.

2.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설비 증설

고부가가치 제품 설비 투자는 표면처리 제품을 비롯해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제품
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추진사항은 2001년 7월 연산 60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3제

강공장 착공, 2002년 3월 석도강판 수요 고급화에 따른 포항제철소 스틸캔용 강판설
비 개선 준공, 2002년 3월 포항 1냉연공장 2회 냉간압연설비(DRM : Double Cold

Rolling Mill) 준공, 2002년 6월 고급강 선재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재공장 합리화 준
공, 2002년 6월 맞춤재단용접강판(TWB : Tailor Welded Blank)공장 착공 등이었
320

포스코 50년 통사

7편 경영혁신과 민영화

321

3장

경영 프로세스 혁신

법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움직이는 모든 경영 요소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 포항제철

은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고객지향 시스템을 구축함

으로써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철강사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
다는 포석이었다.

포항제철은 1998년 12월 31일 각 부문에서 선발한 30명으로 PI실을 출범시켰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과는 달리 12월 31일부
로 인사명령을 낸 것은 변화 필요성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결정이었다.

PI실은 1999년 3월 15일 25명을 추가로 선발한 데 이어, 컨설팅 업체로 프라이스

1절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 혁신

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선정하고, 3월 29일 킥오프 미팅을 가짐으로써 본격적

1. 마스터플랜 수립

눠 추진했다. PI실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

포항제철은 창립 이후 30여 년 동안 공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생산자 중심의 사고가 남아 있어 고객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

하지 못했고, 관료주의적 업무 관행과 감사에 대비한 근거주의가 업무 효율과 성과
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업무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제철소 조업을 시작한 직후인 1974년 국내 최초로 FACOM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설비 확장에 맞춰 그때그때 업무나 부서 중심으로 발전시키다 보니 전사 통합에 적
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메인 프레임 중심 시스템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e-비즈니스의 구현도 불가능했다. 이

밖에도 부서마다 품종과 강종 분류 기준이 달라 업무 연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업

무 스피드도 떨어졌다. 구매 부문에서도 제철소 간에 물품 분류 체계가 서로 달라
불필요한 재고가 늘었고, 이는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보이지 않는 손실이 발생했다.

인 혁신에 나섰다. PI는 마스터플랜 수립, 상세 설계, 구축, 테스트, 안정화 단계로 나

으며 세 차례에 걸친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벤치마킹, 현상분석 작업 등을 거쳐서
1999년 10월 19일 4차 임원 워크숍에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마스터플랜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모든 프로세스와 시스템, 그리고 조직문화를 모두 새롭게 혁신하는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프로세스는 단순화·표준화·통합화를 이루고, 고객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하며, 회사 내·외부를
관통하는 e-비즈니스 체제를 구축한다.

• 정보 시스템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전사 통합 패키지 시스템 도입과 슈퍼돔,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
합(EAI :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등 최신 IT기술을 채택한다.

• 조직은 기능 중심 조직을 프로세스형으로 전면 재설계하고, 기업문화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혁신한다.

포항제철은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2개월의 교육 및 준비 기간을 거쳐 2000년 1월

포항제철은 1998년 12월 4일 임원회의에서 행정, 관리 등 회사의 모든 면에서 경쟁

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작업에 들어가 같은 해 3월 시스템 구축 준비 및 프로세

로 전사 통합자원관리(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도입하기로 결정했

화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59만여 개의 자재 물품을 28만여 개로 표준화했다.

력을 갖추는 방안으로 PI(Process Innovation)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주요 수단으
다. 이날 임원회의에서 유상부 회장은 PI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업무 프로세스
는 물론 조직구조, 의사결정 과정, 직원 의식,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태도와 방
322

포스코 50년 통사

스 상세설계를 완료했다. 7월에는 사전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물품 표준
9월에는 ERP 및 통합 판매생산계획(SCP : Supply Chain Planning) 패키지를 적용
한 전사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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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축과 변화관리

감사부서의 검토 및 확인으로 신중한 결정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었으나 의사결정

당시에는 테스트 기간을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

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감사 필요성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폐지 이유 중의

주요 PI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00년 9월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다. 마스터플랜 수립
했다. 그러나 시스템 규모가 워낙 방대해 테스트 기간을 연장하고, 이미 검증된 패키
지를 도입하는 만큼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또 통합 시스템을 가동하면 모든 의사결정 과
하나였다.

여러 단계에 걸쳐 기안용지에 결재를 받던 기안제도를 2000년 4월 1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테스트 작업은 3개월 연장해 2000년 9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진

이에 따라 전자메일이나 메모, 리포트 보고 등으로 결재를 대신하고, 업무 추진상 최

단계로 나누어 진행했다. 결합 테스트 단계에서는 가상 데이터를 활용해 시스템 기

때도 결재선 순서에 따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순차결재 방식이 아니라, 기안과

행했다. 테스트는 결합 테스트 3개월, 시스템 테스트 4개월, 운영 테스트 2개월 등 3

능 및 데이터 정합성을 점검했고,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는 개발자가 주축이 돼 실

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수주, 생산, 출하, 매출 결산 등 전체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
하는지를 점검했다. 마지막인 운영 테스트 단계에서는 실제 환경과 동일한 상태에서

종 승인자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 서명을 받도록 했다. 결재를 받을

함께 중간 확인자와 최종 승인자에게 동시에 결재문서가 전달되는 동시동보 방식으
로 바꾸었다.

이 밖에도 ‘버리고 바꾼다’는 구호 아래 여섯 차례에 걸친 PI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운영 데이터를 사용해 최종 가동 여부를 점검했다.

통해 1000여 건이 넘는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들 중 프로세스나 시스템 개선

실 31개 부 294개 팀을 32개 실 29개 부 291개 팀으로 조정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

택해 변화를 시도했다. 하나의 사례를 꼽자면, 1999년 12월 27일 임원회의에서 유상

2001년 1월 15일에는 전사 조직을 기능 중심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개편해, 29개

직원에게 PI의 필요성과 PI가 가져올 결과를 교육하며 의식변화를 유도했다. PI가 강
조하는 변화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사람이었으므로 전 직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

해 PI의 비전에서부터 실무적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교육과 홍보
를 병행했다. 2001년 6월까지 직원 1만 2000여 명과 사외 관계자 2300여 명을 대상으
로 PI 시스템을 교육하는 것으로 시스템 가동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
포항제철은 빅뱅 방식의 PI 적용을 앞두고, 최고

경영자의 결심만으로 바꿀 수 있는 작은 개혁부터

공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했다.
3. 전사 통합 시스템의 성공적 가동

따른 효과가 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 임직원들의 역량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특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된다고 판단해 단기 개

히 유상부 회장은 빅뱅 방식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선과제를 통해 변화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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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신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정보화 시대에 맞게 솔선수범해 직접 정보를 찾고 가

순차적인 방법 대신 회사 전 부문을 동시에 혁신하는 빅뱅 방식을 채택한 것은 PI에

3년, 길게는 5년이 걸리는 만큼 구성원들이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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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는 창립 이래 작성해 온 문서였다. 유상부 회장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보

빅뱅의 순간을 기다렸다. 포항제철이 혁신의 수준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즉 빅뱅 방식 PI가 완전히 체화되기까지는 짧게는

행해 온 일상감사제도를 폐지했다. 일상감사제도는

부 회장은 접수된 아이디어 가운데 ‘전사 일일 업무일지 폐지’를 전격 결정했다. 일일

2001년 7월 1일 총 10차에 걸친 테스트와 5차에 걸친 모의 데이터 이행을 완료하고

시작해 구성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제철은 2000년 3월 16일, 창립 초기부터 시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당직제도 축소, 근무복 개선 등 200여 건의 아이디어를 채

과정에서 핵심 프로세스를 동시에 혁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4차 PI 워크숍(1999. 10. 19)

PI실은 각 부문 상황실을 설치했고, 국내외 벤더(Vendor)와 24시간 비상연락 체제

를 운영하면서 긴급상황에 대비했다. D-1일에 해야 할 일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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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아에는 PI를 통해 유토피아를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포스피아

구축은 연인원 1만 2760명이 2년 6개월 동안 매달린 끝에 완성됐으며, 20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포스피아 가동은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문화 등 회사 전반에 걸쳐 기대 이상의 기

업가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됐다. PI를 통한 미래 성과를 당시 가치로 환산
할 때 매출증가 효과 1조 원, 경영효율 증대로 인한 비용감소 효과 3조 3000억 원, e-

비즈니스 효과 7000억 원,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인력 전문화 등으로 인한 무형 효
과 2000억 원 등 총 5조 2000억 원이었다.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보면, 우선 포스피아 구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내장된

패키지를 이용해 전략 수립에서 실행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통합하는 전사 최적화를
이룩했다. 이를 통해 포스피아 시스템의 데이터가 실무 담당자에서 최고경영층까지
PI 시스템 가동식(2001. 7. 2)

전 7시까지 24시간 안에 3억 개에 이르는 데이터를 ERP로 최종 이행하는 것이었다. 7

일체의 수정 없이 투명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사, 공급사와 스틸엔닷컴
(Steel-N.com)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등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업무를 처리할 수 있
는 e-비즈니스 체제를 구축했다.

조직은 내부효율 중심 조직에서 고객 중심 조직, 프로세스형 조직, 전사 최적화 조

월 1일 오전 7시 정각에 포항과 광양 양 제철소에서 시작한 데이터 이행은 7월 2일 오

직으로 변화했다. 마케팅전략실을 신설해 판매정책·가격결정 등 마케팅 전략기능을

것이었다.

로 운영해 온 품질설계, 공정계획, 주문 진행관리 업무를 오더센터(Order Center)로

전 3시 46분에 완료됐다. 만 20시간 46분 만에 모든 데이터 이행을 순조롭게 완료한
데이터 이행이 마무리되면서 같은 날 오전 9시에 사용자 단말기에 ERP 시스템을

오픈한 데 이어, 오전 11시부터 포항제철 전 임원과 컨설팅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
동식을 가짐으로써 2년 6개월에 걸친 PI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절 프로세스 혁신 성과
1. PI 추진 효과

포항제철은 2001년 7월 1일 시스템 빅뱅을 완료하고, 7월 2일부터 PI 신시스템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신시스템은 사내 공모를 통해 포스피아(POSPIA)로 명명했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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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수출 조직과 내수 조직을 통합해 제품 중심으로 재편했다. 양소별·부문별

통합해 고객과의 접점에 위치하도록 했다. 내자·외자 및 지역별로 나눠져 있던 구매
조직도 품종별로 통합했다.

프로세스 변화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마케팅 부문은 기존 10일 단위 주문 투

입체제를 일 단위 투입체제로 전환하고, 열연제품은 인도 납기를 30일에서 14일로

단축했다. 마케팅 부문 판매계획 기능과 제철소 생산계획 기능을 통합해 판매생산

계획 수립 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종전에는 신제품 개발 때 대상재 선정
에서 상용판매까지 4년이 걸렸지만, 고객사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간

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제품 상용화율도 대폭 향상시켰다. 표준화의 일환으로 본
사와 제철소 간 품질설계 체제를 본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양소 간 품질편차를 최소
화하고, 고객 요구사항을 신속히 품질설계에 반영하게 됐다.

7편 경영혁신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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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및 재무 부문의 가장 큰 변화는 예산편성 기간이 11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에

(e-Logistics), 국내 330여 개와 국외 2500여 개에 이르는 기존 오프라인 고객사를 대

있게 된 점이었다. PI 이전에는 총원가를 계산할 때 판매비 및 본사 일반관리비를 조

하는 e-트랜잭션(e-Transaction)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2000년 8월 오픈한 스틸엔닷

따라 분기별 예산 편성이 가능해져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강량 기준으로 전 제품에 일괄 배분해 계산했으나, PI 이후에는 활동기준 원가계산

(ABC : Activity Based Costing) 제도를 도입해 부서별로 발생한 비용을 활동기준
으로 해당 제품에만 배부함으로써 고객사별, 판매부서별, 프로세스별 원가를 산정
할 수 있게 됐다.

자재 부문은 e-프로큐어먼트(e-Procurement)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하고 편리하

상으로 주문에서부터 클레임 신청에 이르기까지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를 교환
컴은 열연, 냉연, 후판과 같은 재고품들을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철강 사이버 마켓
으로, 내부 시스템과 통합돼 있어 고객들에게 제품 출하 시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

로 제공했다. 2001년 9월부터는 전 제품을 대상으로 정품(주문품) 일부를 스틸엔닷
컴을 통해 거래했고, 2002년 6월부터는 일부 수출 제품도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게 구매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 원료 부문은 소요량 자동 산정(MRP : Material

2. PI 성공 요인

오더를 생성할 수 있게 했다. 또 위성항법장치(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에 7개 패키지와 64개 모듈을 적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PI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Requirement Planning)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으로 구매 소요량을 산정하고, 구매

이용한 선박 동정 모니터링 체제를 갖춤으로써 원료 수급 정확성을 높여 원료 재고
를 감축했다. 설비관리 부문은 맥시모(Maximo)를 도입해 작업소요 인력의 편차를

포항제철이 1998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추진력과 스폰서십이 있었다. 유상부 회장은 임원회의

줄이고, 작업 주문 수행자 책임 완결형 체제를 구축했다.

에서 PI 추진을 선언한 이후 각 부문 PI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우수 인력을 확

상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동일하고 단순한 항목으로 상사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던 연

역설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스폰서십을 발휘했다. 둘째, PI를 IT 전문가들이 아

인사노무 부문은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하고 보

공서열형에서 벗어나 평가항목을 차별화·세분화하고 고과면담 제도와 다면평가 제
도를 도입해 평가 신뢰성을 높였다.

포항제철은 내부 프로세스 단순화·표준화와 함께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 전

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회사 안팎의 프로세스를 동기화했다. e-비즈니스는 e세일즈 부문과 e-프로큐어먼트 부문으로 구성했다. 2001년 9월에 본격적으로 가동

한 e-프로큐어먼트 시스템은 원료, 기업 소모성 자재(MRO), 설비 공사, 서비스 등 모
든 구매 물품에 적용하고, 시스템을 통해 공급사에 참여 기회를 전면 개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구매를 실현했다. 이로써 모든 구매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여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
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e-세일즈 부문은 고객 특성별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e-마켓인 스

틸엔닷컴, 운송·하역 회사를 대상으로 물류 관련 입찰을 수행하는 e-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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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사운영회의나 임원회의에서 수시로 PI 필요성을
닌 업무 전문가들이 주도했다. 특히 프로젝트를 수행한 인력들이 프로젝트를 종료한
후 현업으로 복귀해 자신이 만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프로젝트 기간 내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게 했다. 셋째, ERP 시스템에 들어 있는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To-Be를 구현하는 ERP 드리븐(ERP Driven) 방식
이 아니라 변화의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혁신한 후 시스템을 도입하는 포항제철식 프

로세스 드리븐(Process Driven) 방식을 채택했다. 넷째, To-Be를 설계할 때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36대 중점 혁신과제를 설정했고, 중점 혁신과제별로 임원에게 오너

십을 부여해 현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다섯째, 변화관리를 할 때 경영층이
주축이 돼 변화 확산을 유도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전 직원

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텀업(Bottom-up) 방식을 가미함으로써 변화의 수용성을
극대화했다. 여섯째, 지역별·부문별로 단계를 나눠 장기간에 걸쳐 프로젝트를 추진

한 것이 아니라 전략,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을 동시에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빅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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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PI 구축 방법으로 선택했다. 결론적으로 포항제철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

경영재무프로세스팀으로 개칭하고, 판매생산프로세스팀과 구매설비프로세스팀은

철 고유의 조직 문화와 업무 방식을 고려해 일부 태스크를 추가, 변형, 생략해 프로젝

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 상위 레벨에서는 컨설팅사의 방법론을 적용했으나 실제 수행 레벨에서는 포항제
트를 진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PI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자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포항제철의 사례를 벤

치마킹하기 시작했다. 경영혁신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에 국내외 기업의 벤치마킹 대
상으로 변화한 포스코의 PI 프로젝트는 오프라인 기업이 정보기술과 내부혁신을 현
업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모범 사례가 됐다.

이후 철강업계를 비롯해 국내외 기업에서 포항제철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내부 혁

신작업에 착수하는 포스피아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포스피아를 벤치마킹한 기업은
국내외에서 100여 개가 넘었고, 3000여 명이 포스피아 시스템을 둘러보기 위해 포

스코를 방문했다. 특히 2002년 6월 10일 일본 산업경제성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

폐지했으며, 변화지원팀은 PI기획팀에 통합했다. 새로 출범한 2기 PI실은 2001년 말

2. 6시그마 기법 도입

포항제철이 2기 PI를 추진하며 6시그마 기법을 도입한 목적은 1기 PI를 통해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스템 운용의 주체인 임직원의 의식까지 혁신함으로써 혁신을
완성하고, 나아가 혁신을 기업문화로 내재화하는 것이었다. 2년 6개월에 걸친 전사

차원의 PI 추진을 통해 탄생한 포스피아는 빠르게 정착되어 갔지만, 포스피아 시스

템을 갖춘 것만으로 고객 중심 기업문화가 정착되고 저절로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었다.

포스피아는 경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이

泉純一郞) 총리에게 보고한 내용에 포스코 PI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조

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적용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었다. 유상부 회

포항제철이었다.

6시그마 기법을 추가해 경영 시스템을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완성한다는 계획을

직개혁 시도>라는 보고서에 소개된 3개 회사의 사례는 토요타자동차, GE, 그리고
포스피아 시스템은 패키지 공급사의 비즈니스 모델 신제품으로 채택돼 전 세계에

판매되기도 했다. 포스피아 시스템에 내장된 판매, 생산, 경영재무, 구매 등 비즈니스

모델들이 포스코의 표준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것이었다. 이로써
포스피아 시스템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받게 됐다.

장은 2002년 2월 25일 개최된 PI 1기 성과 및 2기 추진계획 보고 석상에서 1기 PI에
밝혔다. 세계 철강업계가 대형화·통합화 과정을 거치면서 생존을 위한 일대 몸부림

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포항제철은 2년 6개월에 걸친 PI 성과를 성숙시키기 위해 2기
PI를 추진하기로 했고, 그 중심에 6시그마를 놓은 것이었다.

포항제철은 6시그마 활동을 추진하며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는 프로세스

개선으로 고객과 주주 가치를 동시에 증대하는 것

이었고, 둘째는 고도의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 육

3절 2기 프로세스 혁신과 6시그마 도입

성으로 직원 가치를 증대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전 직원의 6시그마 활동 참여와 성공 체험을 통해
변화와 혁신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1. 2기 PI 체제 출범

포항제철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2년 4월

포항제철은 경영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변화를 가속하기 위해 2001년 11월

말까지 6시그마 활동 추진 전략과 마스터플랜을

15일 PI실을 9팀 66명으로 재구성해 2기 PI 체제를 출범시켰다.

2기 PI실에 전사적인 차원에서 6시그마를 추진하는 6시그마팀, 조업 부문 PI 추진

및 시스템 리프레시를 담당하는 조업프로세스팀을 신설했다. 또 재무프로세스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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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그마 1차 웨이브 발대식(2002. 5. 2)

수립해 5월 2일 킥오프 행사를 갖고 1차 웨이브를

개시했다. 추진 일정은 3단계로 구분해 2002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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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2차 웨이브를 진행하는 도입 단계, 2003년 6월부터 2004
년 6월까지 3·4차 웨이브를 진행하는 확산 단계, 2005년 이후를 체질화 단계로 명명
했다.

포항제철은 2002년 5월 2일 6시그마 1차 웨이브 킥오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

에 들어갔다. 특히 6시그마를 단순한 품질개선 활동이 아닌 경영혁신 수단으로 인식

4장

민영 포스코 출범

했으며,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비제조 부문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했다. GE처럼 제
조 부문에 도입한 후 순차적으로 비제조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부문

에 걸쳐서 동시에 추진한 것이었다. 특히 1차 웨이브에서는 전 부문의 성공 체험과 인
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64개 부·실에서 추진해, 중도 탈락 없이 82개 블랙벨트 과제와
10개 그린벨트 그룹 과제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1절 완전 민영화

공체험으로 자신감이 높아진 데다 다른 회사보다 높은 재무성과가 예상되는 등 향

1. 민영화 추진 과정과 의의

2003년 4월까지 진행한 2차 웨이브 기간 동안 167개의 블랙벨트 과제와 185개의 그

성장 가능성이 높았고 시장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1988년 주식 일부를 국민주로 공

1차 웨이브 추진 결과 전 부문에서 6시그마 인력이 양성되고 임직원의 6시그마 성

후 6시그마의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시현이 가능해졌다. 2002년 11월부터
린벨트 과제를 수행했다.

포항제철은 1980년대부터 정부의 민영화 대상 공기업 1호였다. 경영실적이 우수했고

개한 이후에도 민영화 논의는 계속됐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 초기에도 공기

업 민영화가 추진됐으나 포항제철은 대상에서 빠졌다. 포항제철을 수용할 만한 민간
기업이나 자본도 많지 않았지만, 경제력 집중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완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4년 5월 포항제철로부터 경영진단을 의뢰받은 한국개발연
구원(KDI)에서도 다른 공기업과 달리 ‘지배주주가 없는’ 민영화를 바람직한 민영화

방법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 ‘주인 있는 민영화’라는 당시 정
부 정책과 맞지 않았다. 게다가 민영화 이후의 경영방식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마련
되지 않아 만족할 만한 민영화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1998년 7월 3일 기획예산위원회가 11개 공

기업 민영화 방안을 밝히면서 포항제철 민영화는 급속도로 진행됐다.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공기업 경영효율화 등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

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신인도를 높이고, 해외자금을 유치해 국가 재원
을 확보하겠다는 비상경제시책 성격도 강했다.

세계 철강업계의 민영화도 198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신자유주의 이념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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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포항제철은 2001년 대일청구권 자금 1억

경쟁 확산 등으로 공기업 존재 기반이 약해진 유럽에서 영국 브리티시스틸(British
Steel), 프랑스 유지노사실로(Usinor Sacilor)가 민영화 흐름을 이끌었다. 특히 브리티

1948만 달러의 상환을 완료했다. 포항제철 출자금

각가치를 극대화하고, 정부 특별주(Golden Share) 보유, 주식 보유한도 제한, 우호

포함한 정부 출자금 총액은 2177억 원으로 정부는

으로 전환된 무상자금 3080만 달러(121억 원)를

시스틸과 유지노사실로는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합리화 조치를 통해 정부지분의 매

주식공개, 민영화, 지분 매각, 현금 배당 등의 형태

주주그룹 형성 등 경영권 보호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했다. 뒤

로 총 3조 8999억 원을 회수했다. 이 중 무상자금

이어 남미 철강업체들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세계 철강업계 민영화는 1980년대 이전 30%에서 1993년 이후 70%를 상회했다. 정
부의 민영화 조치로 포항제철도 신일본제철, 미국 유에스스틸(US Steel), 프랑스 유지
노사실로, 영국 브리티시스틸 등 세계 유수의 철강사들과 같이 소유와 경영이 엄격

민영기업 첫 CEO 정례기자회견(포스코센터 아트홀, 2001. 2. 7)

에 해당하는 회수금액은 2163억 원으로 초기 금

액의 18배에 이르는 규모였다. 유상자금 8868만 달
러는 정부 요청에 따라 엔화(277억 2941만 엔)로

히 분리된 선진국형 민영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전환되어 1979년부터 매년 원금 상환해 1996년 1월 상환 완료했다.

를 DR로 매각하는 것으로 민영화가 시작됐다. DR 매각대금은 4205억 원(3억 4500

임 있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게다가 1988년 주

업은행 지분 8%가 DR로 매각됐다. 해외투자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반영해 매각은

민영화로 인한 경영상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새로운 의미는 분명히 있었다.

1998년 12월 14일 정부 지분 3.14% 전량과 한국산업은행 지분 23.57% 중 2.73%

만 달러)으로 국내 주가에 25.6%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1999년 7월 22일에도 한국산
순조롭게 진행됐고, IMF 관리체제에 있던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 회복에도 큰 힘이

포항제철은 정부투자기관으로 출범했지만 정부의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배제된 책

식 37.3%(우리사주 10% 포함)를 공개하는 등 이미 민영화 단계를 밟아왔기 때문에
한국산업은행이 대주주인 지배구조에서 지배주주나 과점주주가 없는 선진 지배

됐다.

구조로 바뀜에 따라 정부 보조금 시비 같은 통상문제와 정부 간섭 같은 문제를 해소

해 민영화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시장가격이 매각 희망가격 15만 7000원 보다 낮

출자기업의 지위에 있었던 지난 30년 동안 상존했던 시장 외적인 요인을 해소할 수 있

같은 해 12월 4일 한국산업은행이 나머지 지분 12.84%를 장외 경쟁입찰로 매각

게 형성돼 매각에 실패했다. 포항제철은 12월 28일과 2000년 6월 16일 두 차례에 걸
쳐 각각 3%씩 한국산업은행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지원

했다. 한국산업은행은 2000년 6월 21일 잔여 지분 6.84%를 ADR 형태로 뉴욕증시
에 발행했으나, 미국 증시 침체로 실패했다. 결국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의 나머지 지
분 매각을 무기한 연기했다. 알짜 회사의 주식을 헐값으로 매각할 수는 없었기 때문
이다.

정부는 이어 2000년 9월 28일 포항제철을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 주

식의 동일인 소유한도 3%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 한국산업은행 지분 4.6%
가 DR로 매각되고, 10월 4일 나머지 2.24%를 포항제철이 자사주로 매입함으로써 3
년에 걸친 민영화 작업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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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경직된 공기업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 투자기관 또는

게 된 것이었다. 또 국회의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한 감사
는 업무의 정형화를 이루고 사전에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지만, 고객과
주주를 위한 업무 외에 감사에 대비한 내부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

게 됨으로써 관료적이라는 지적을 받게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민영화는 포항제철에
고객과 주주 중심의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한 길을 열어 줬다.
2. 주식회사 포스코로 사명 변경

포항제철은 완전 민영화를 계기로 더욱 빠르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

다. 민영화 이후 외부 시각도 많이 달라져 외국인 주주 비중이 크게 증가해, 민영화
당시 48.9%였던 외국인 지분은 2002년 60%를 넘어섰다.

7편 경영혁신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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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당시 주주분포(2000. 10. 4)
주주

시중은행

일반주

자기주식

우리사주

외국인

비율(%)

8.0

23.94

19.07

0.05

48.9

포항제철은 민영화를 전환점으로 삼아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한다는 각오를 다

지고 이를 대외에 천명하는 의미에서 2002년 3월 15일 주주총회에서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라는 회사명 대신 설립 초기부터 해외 브랜드로 사용해 온 ‘주식회사 포스
코(POSCO)’(이하 사명 변경 시점과 관계없이 ‘포스코’로 표기)를 공식 회사명으로 채

택했다. 회사명에서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인상을 주는 ‘제철’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영
역 확대와 사업다각화 가능성도 열어 뒀다.

한편 단기간에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성장한 회사의 역사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

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포스코의 건전한 재무구조와 높은 수익률은 IMF 관리체제에서 더욱 진가를 발휘

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가 바닥에 머문 1998년에만 DR 발행과 차관 도입 등으

로 7억 5600만 달러의 외화를 조달했다. 아시아 주변 증시가 매우 불안한 시기에도
포스코는 선진 금융시장에서 외화를 조달함으로써 자체 신용도는 물론 국가 신인도
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 회사 신용도 제고와 국가 신인도 상승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장기 저리 자금을 조달해 고금리 부채를 상환해 나갔다. 이로써 외화
조달 금리는 1998년 평균 7.7%에서 2000년 말 6.9%로 떨어졌다. 또 외화부채 절대

규모를 대폭 줄여 부채비율을 1997년 141.3%에서 2000년 88.4%, 2002년에 52.3%
로 낮춰 재무구조를 글로벌 일류기업 수준으로 개선했다.

포스코는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와 함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 시스템 구

보존하기 위해 2001년 7월 3일 포항 홍보센터 인근에 포스코역사관을 착공했다. 건

축에도 역점을 두어 PI 추진과정에서 통합 재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금관리,

조할 수 있는 철과 유리를 주요 소재로 사용했다. 포스코역사관의 주전시 공간인 2

긴밀하게 연결해 매우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무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통합 재무관

립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3636m (1100평), 높이 24ｍ로, 유연함과 스마트함을 강
2

층은 1층 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로 바로 연결되고, 포스코 전사(前史)와 포스코 발
전사를 소개하는 코너, 스틸갤러리, 영상관 등을 배치했다. 포스코역사관은 2003년 7
월 개관해 2018년 10월까지 122만 862명이 방문했다.

2절 주주 중시 경영 확대
1. 재무구조 건전성 확보

포스코는 안정된 재정 운용과 수익 창출로 포항 1기 설비를 가동한 1973년 이후 30

예산제도 및 원가제도, 재무운영 등 각 재무 부문 간은 물론 회사의 전체 시스템과
리 시스템을 통해 월결산을 D+1일에 완료했으며, 활동기준 원가계산(ABC) 제도를 도
입해 고객사별·판매부서별·생산원가별 원가 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자금수지 예측을 자동화해 중장기 자금수지 정보를 즉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금운용 및 자금조달을 매우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선물
거래 방식을 이용하던 외환관리도 통합 재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환율 폭등 혹은 폭
락 등 금융환경 변화에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응전략

을 구축하는 재무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외환관리 체
제를 갖췄다.

민영화 이후 포스코 주주 구성에서 외국인 지분이 증가한 것은 포스코가 경영환

여 년간 흑자경영을 이어갔다. 1973년부터 2002년까지 연평균 자기자본순이익률

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IR 체제를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정보를 제공해 내재가치가

기록함으로써 안정된 재무구조와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고 효율적인 주주중시 경영을 펼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았기 때문

(ROE)이 8.9%에 달해,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 평균 4.3%에 비해 뛰어난 경영실적을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건설 투자비를 장기 저리 외화 차입금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는 동시에 부채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국내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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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국내외에 다양하게 분포한 주주들과의 관계를 강화

이다. 외국인 주주들은 포스코의 경영방침을 지지하고 투명경영 노력을 높이 평가했
다. 이는 주가 상승과 외국인 주주 비율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졌다.
7편 경영혁신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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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치 극대화

코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통해 주주들의 신뢰를

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포

써 기업 이미지를 한층 증진했다. 국내 주식 가격

얻고, 주식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를 높여 나감으로

포스코는 민영화를 계기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

을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했으며, 해외 발행 DR 가

스코가 주주의 지지와 신뢰를 기반으로 글로벌 기

격을 높일 수 있는 여건도 조성했다.

업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됐다.

한편 2001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주식매수선택

최고경영자가 직접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CEO

포럼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유상부 회장은 2000년
2월 11일 주주와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가, 철강 분
야 애널리스트 등 250여 명을 초청해 회사 현황과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CEO 인베스트 포럼(2002. 1. 30)

전략적 제휴 1주년을 기념하는 유상부 회장과 신일본제철 지하야 아키라 사장
(2001. 9. 3)

권(스톡옵션)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당시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성격을
가진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붐이 일었고, 포스코

미래 경영전략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동안 포스코는 IR 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방

역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었다. 같은 해 7월에는 임원들에게 처음으로 스톡옵션을

모 기업설명회를 연 것은 처음이었다. 유상부 회장은 국내 기업설명회에 이어 2월 17

안팎의 논란이 커지면서 2006년 2월 스톡옵션 제도를 폐지했다.

법을 통해 기업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최고경영자가 직접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대규
일에는 뉴욕에서 53개 투자기관 113명의 해외 주요 투자가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

부여했고, 2003년 7월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둘러싼

를 개최했다. 포스코는 CEO포럼과는 별도로 주요 투자가들을 직접 방문하는 로드

3. 신일본제철과 협력 강화

전달했다.

하고 기술협력, 설비 공급, 조업, 건설, 엔지니어링 부문 등의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

쇼(Road Show)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IR코너도 개설해 경영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포스코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0년 중간배당제를 도입하고,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했다. 중간배당이란 당해 연도에 배당할 수 있는 이익

발생이 예상될 경우 예상되는 상법상 이익배당 한도 내에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
금이다. 2000년 상반기에 1조 3000억 원의 순이익이 나자, 7월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률을 액면가 기준 10%로 정해 중간배당금을 지급했다. 당시 총배당 대상 주식 8365

포스코는 민영화를 앞두고 1998년 11월 신일본제철(NSC)과 상호 주식을 취득 보유

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NSC는 1998년 12월 포스코 주식 전체의 0.1%(매입가 588
만 5000달러)를 매입했고, 포스코도 1999년 6월 NSC 주식 60만 1000주(141만 달러)

를 매입했다. 이를 통해 양사는 통합과 대형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던 서구 철강
업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상호 경쟁력 향상을 도모했다.

2000년 8월 2일 유상부 회장은 지하야 아키라(千速晃) NSC 사장을 만나 기술개

만 주에 대해 418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중간배당은 경영환경이 어려운

발, 제3국에서의 사업, 정보통신기술,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조체제를

부응했다.

리기로 하는 전략적 제휴에 조인함으로써 상호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져 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 주주들의 기대에 적극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이뤄졌다. 포스코는 민영화 과정에서 주가를 효율적으로 관

구축하기로 하고, 상호 지분 보유 한도를 회사의 동일인 지분 보유 한도인 3%까지 늘

리하기 위해 2000년 6월 산업은행으로부터 자사주 289만 1140주를 매입했다. 2001

년 3월에는 정관에 자사주 이익 소각 조항을 신설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매입한 자사

주를 모두 소각했다. 이어 2002년 11월에도 280만 7690주를 매입해 소각했다.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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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출자사 사업구조 재구축

포스코는 1997년 2월 가동중지 상태였던 삼미종합특수강 강봉 및 강관 부문을 인

수해 창원특수강을 설립했다. 창원특수강은 같은 해 4월 공장 가동을 개시하며 포

스코 출자사에 걸맞은 품질경영을 전개하기 위해 각종 대외 인증을 취득했다. 1997
년 4월 한국산업규격(KS)을 다시 인증받았고, 5월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2월

에는 ISO 9002 인증을 취득했다. 이어 1998년 5월 독일 TUV 규격, 9월 국립기술품
질원(KOLAS) 공인 시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

포스코는 포항강판 재출범과 창원특수강 설립 등을 통해 철강사업 후공정 부문을

강화해 나갔다.

1절 표면처리 및 특수강 부문 강화
포스코는 김만제 회장 재임 당시 3대 기축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했지

2절 E&C 부문 사업영역 확대

만, 외환위기와 맞닥뜨리면서 새로 취임한 유상부 회장의 철강본업 중심 사업 구조

E&C 부문을 대표하는 출자사인 포스코개발은 1994년 재출범을 계기로 국내 건설

권을 확보하고 있던 16개 출자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철강본업에 역량을

정 방침에 따라 포스코개발은 엔지니어링 기술과 고로 개수 사업 등에 주력한다는

조정 방침에 따라 출자사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따라 경영

집중하기 위해 철강업 이외 부문은 확실한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있는 분야만 선택

적으로 육성하고 철강본업과 관계가 없거나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한 출자사는 정리
한다는 것이었다.

포항강판은 철강본업 중심 사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포스코 표면처리 부문을 담당

하는 출자사로 거듭났다. 포항강판은 1988년 2월 동국제강과 5 대 5 합작을 통해 포

항도금강판이라는 회사명으로 설립됐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월 동국제강이
가진 지분을 포스코가 모두 인수해 100% 출자사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어 1999년 3
월에는 포항강재공업과 합병해 포항강판으로 새로 출발하면서 표면처리 전문기업으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입지를 다져나갔다. 당초 포스코의 출자사 구조조
전략이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다른 건설사들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포

스코개발은 탄탄한 재무구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력 분야인 철강 엔지니어링 외
에도 주택, 토목, 플랜트 등 건설 각 부문에서 후발주자로서 두각을 드러냈다. 이미

1998년 미국의 저명한 건설·엔지니어링 전문 잡지인 <ENR>가 선정한 세계 100대 건
설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 해외사업과 연계해 브라질, 중국, 베트남 등에
서 성과를 거뒀고, 포스코의 주요 설비인 광양 5고로, 파이넥스 파일럿플랜트 시공
도 맡았다.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1999년 10월 서울 도곡동에 민영아파트 포스코트를

로의 도약을 모색했다. 같은 해 5월 포스코의 판매부문 사업 구조조정 과정과 맞물

일반 분양하며 주택사업에도 본격 진출했고, 같은 해 12월 국내 최초로 고로 수출을

계기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00년 1월 ISO

의 고로, 소결공장 및 부대설비 건설에 설계, 설비 공급, 기술지도, 시운전 및 감리 등

려 포스틸의 냉연 가공공장을 인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포항강판은 이를
9002 인증을 획득했으며, 2002년 8월 16일 증권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의 전기를 마련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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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이란 국영 철강기업 NISCO의 에스파한(Esfahan)제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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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포스코개발의 기술력을 세계적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내용적 증대

3절 통신·반도체 부문 철수

획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완벽히 수행한 광양 5고로 신설 경험이 있었

포스코가 3대 기축사업을 선정할 당시 철강, 소재와 함께 한 축을 형성했던 정보통

포스코개발은 2002년 3월 1일 회사명을 포스코건설로 변경했다. 이는 철강 위주

신세기통신은 1996년 4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 영업개시 30개월 만에 200만 고

없이 출선량을 10만 톤이나 늘린 포항 2고로 2차 개수의 성공적 완료 경험과 설비계
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 부문은 철강본업 중심 사업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이 됐다.

플랜트사업 중심에서 초고층 빌딩, 주택, 대규모 SOC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범위

객을 돌파하고, 1998년 ‘질(質) 경영’ 체제를 선포하는 등 고객만족 강화와 품질경쟁

폭넓은 의미를 담은 ‘건설’을 회사명에 사용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증진하기 위해

키는 대대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단행하고, 5월에는 고객만족을 올해 최우선 경영전

를 성공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영역에 부합하며 ‘개발’에 비해 한층 진취적이고
서였다.

주택사업 부문에서는 삶의 질을 반올림한다는 의미와 고객에 앞서 반보 더 먼저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은 ‘더샵(the #)’을 아파트 브랜드로 론칭했다. 포스코건설은 외

환위기 상황에서 주력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확대하
며, 포스코그룹의 대표 출자사이자 성장동력으로 위상을 정립해 나갔다.

E&C 부문의 또 다른 출자사인 포철산기(현 포스코플랜텍)도 입지를 다져 나갔다.

포철산기의 전신은 1982년 4월 제철소 기계 및 전기·계장 설비의 정비를 담당했던 6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1999년 들어 업무 전반을 고객중심으로 변화시
략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객만족 비전을 선포하는 등 새로운 도약

을 준비했다. 하지만 외환위기의 여파와 철강본업 중심 사업 구조조정을 비켜가진 못
했다.

신세기통신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듬해인 1997년 PCS사업이 시작되고, 한국

통신(현 KT)의 자회사 한국통신프리텔, 삼성 계열의 한솔, LG 계열의 LG텔레콤 등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5개사가 경쟁하게 됐다.

포스코는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국가 차원의 자원 낭비와 중복 투자를

개 업체를 통합해 설립한 제철정비였다. 이후 철구사업 등 사업영역 확대와 건설부문

방지하고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 철수 결단을 내

경한 이후 종합정비사업을 바탕으로 기계제작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 당시 2대 주주가 증자에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 및 자본 투

분사 등의 과정을 거쳐 1991년 5월 재창립했고, 1994년 4월 회사명을 포철산기로 변
나갔다.

포철산기는 1996년 10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수하물 처리 시스템 1

단계 사업을 포스콘, 지멘스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수주했다. 입찰 경쟁에

렸다. 이동통신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지국 확충 등 조기 투자가 절실했으
자 기회를 놓치고, B2C 사업자로서 소비자를 상대로 한 영업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
지 못했다.

결국 2000년 1월 포스코는 신세기통신 지분 27.66%와 SK가 보유한 SK텔레콤 지

서는 삼성항공 컨소시엄,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등과 최종까지 경합을 벌인 끝에 포

분 6.5%를 맞교환하면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이동통신 사업에서 철수했다. 새

16km로 시간당 8400개의 수하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포철산기

막을 내렸다.

철산기 컨소시엄이 낙찰받았다. 인천국제공항 1단계 수하물 처리 시스템은 총 연장

는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산업포장을 받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2·3단계 사업까지 참여했다.

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통신보국의 일념으로 출발했던 이동통신사업은 이로써

1990년 12월 전자산업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미국 MEMC, 삼성

전자와 합작투자로 설립했던 포스코휼스는 철강본업과 관련도가 낮고 반도체 경기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폭이 커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2000년 9월 합작사
인 MEMC에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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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편

투명경영과
고부가가치경영
추진

1장 정도경영 추진

1절 이구택 회장 취임과 경영관리 체제 정비
2절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강화

3절 글로벌 포스코웨이와 비전 2018

2장 철강본업 경쟁력 강화

1절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2절 전략제품 중심 설비투자 확대
3절 고객지향 마케팅 강화

3장 해외 생산·판매 체제 강화

1절 해외 성장시장 생산능력 증강
2절 해외 판매 네트워크 확대
3절 해외 원료투자 확대

4장 그룹사업 미래 성장엔진 확보

1절 지속가능경영 관점의 신성장동력 모색
2절 철강 및 지원 부문 역량 확충
3절 E&C 부문 성장 가속화

4절 에너지 및 소재 사업 본격화

5장 경영혁신의 진화

1절 포스코형 6시그마 활동 체질화
2절 지속가능경영 도입

3절 사회책임 활동 강화

1장

정도경영 추진

1절 이구택 회장 취임과 경영관리 체제 정비

이구택 6대 회장 취임
(2003. 3. 15)

1. 이구택 회장, 강창오 사장 취임

2003년 3월 14일 이구택 6대 회장과 강창오 9대 사장이 취임했다.

2. 5대 경영정책 정립

세스 이노베이션(PI) 추진과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고유기술 확보를 양대 축으로 삼

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경영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회사 전반에 걸친 혁신과제를

이구택 회장은 3월 15일 열린 취임식에서 “6시그마 활동을 근간으로 한 2기 프로

포스코는 2003년 5월 모든 임직원이 추구해야 할 기본이념인 경영철학과 그것을 구

아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다지고, 회사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성장엔진을 빠

설정했다.

른 시일 내에 확보하며,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포스코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구

‘신뢰받는 21세기 글로벌 기업’을 새로운 경영목표로 정하고, 정도(Right Path)·투

택 회장은 1969년 공채 1기로 입사해 생산, 영업, 기획 분야를 두루 거쳐 포항제철소

명(Transparency)·성장(Growth)·혁신(Innovation)·인재(Human Resource)의 5대

PI와 민영화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신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인재 중시 경영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등 5대

장으로 재임하다가 1998년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사장 취임 후 유상부 회장과 함께

키워드를 도출한 뒤 △정도경영에 의한 투명한 기업관리 △지속적인 성장 추구 △혁

강창오 사장은 “철강시장을 둘러싼 경쟁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성

경영정책을 설정했다.

장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인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

새로운 경영목표와 경영정책의 수립은 최고경영진 교체를 계기로 새로운 자세와

제하고 “우수한 생산기술력으로 원가경쟁력 우위를 확대하고,

의지로 도약을 실현하고, 회사의 전통과 장점을 계승하면서도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보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강창오 사장은 1971년 공채 3기로

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포스코는 5대 경영정책을 실천하

미래지향적 기술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

위해서였다. 또 민영화 이후 고객, 주주, 직원, 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

입사해 도쿄지점장, 포항제철소장 등을 거쳐, 기술담당 부사장
으로 재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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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본과 원칙의 계승 △지배구조 개선 및 윤리경영 강
이구택 6대 회장

강창오 9대 사장

화 △성장력 강화 △경영혁신 지속 추진 △인재육성 등 부문별 변화와 혁신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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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만·이윤 사장, 정준양 사장 취임

[ 기업지배구조 헌장(총칙) ]

2006년 2월 24일 윤석만 부사장과 이윤

• 포스코의 사업은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을 목표로 최고경영자를 정점으로 하는 전 임직원에 의

해 수행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운영 방향을 설정하며, 경영진의 주주가치 증진 노력을 확인하고 감독

부사장이 사장에 취임했다. 윤석만 사장

한다.

은 1974년 입사해 홍보부장, 열연판매부

장, 포스틸 전무이사 등을 거친 홍보 및
마케팅 부문의 전문가로서 마케팅부문

장에 보임됐다. 이윤 사장은 1974년 입사

• 포스코는 주주 가치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와
전문경영진 간 견제와 균형이 조화된 글로벌 전문경영체제를 정착 발전시킨다.

윤석만 사장

이윤 사장

정준양 사장

• 포스코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경영상의 주요 사항과 재무제표 등을 신속·정확하게 공개하며, 독
립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기구를 통해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한다.

해 스테인리스부장, 냉연판매·스테인리스판매실 담당, 스테인리스섹터장을 역임 한

업 회장)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CEO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를 통해

2007년 2월 23일에는 정준양 부사장이 사장에 취임했다. 정준양 사장은 1975년 입

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후 스테인리스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해 오다가 스테인리스부문장에 보임됐다.

사해 제강부장, 생산기술부장, EU사무소장, 광양제철소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
터 생산기술부문장으로 재임해 왔다.

2절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강화
1.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2004년 3월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CEO는 경영에 전념하고,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요한 경영현안에 대

CEO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선임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 CEO후보추천
위원회도 도입했다.

기존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이사후

보추천위원회 도입에 이어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포스코는 가장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으며, 한

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로부터 2004년에 이어 2006년
부터 2008년까지 3년 연속 지배구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을 확정하고, 포스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임이사와

2. 중국본부 신설과 섹터제 시행

로 확대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사외이사 선출도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

계 철강 수요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담당했다. 특히

사외이사 비율을 종전 7 대 8에서 6 대 9로 조정하는 등 사외이사 구성 비중을 60%
과 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를 거치는 등 사외이사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였다. 또 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를 도입했고, 내부거
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선진적인 지배구조의 이념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업지배구조

포스코는 2003년 3월 이구택 회장 취임 직후 중국본부를 신설했다. 중국본부는 세
중국본부는 출범과 함께 기존 베이징사무소와 상하이·광저우·충칭 주재소, 본사 중

국투자사업실 등 중국 관련 조직을 모두 통합하고 ‘중국 속의 작은 포스코’로 구축한
다는 구상을 본격화했다.

2004년 3월에는 글로벌 포스코 비전 실현을 위해 경영기획 및 투자 부문의 조직을

헌장을 확정 발표해 대외적으로 주주·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내적

경영기획1실, 경영기획2실, 투자사업지원실로 재편했다. 경영기획1실은 그룹 차원의

2006년 2월에는 대표이사 회장(CEO)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박영주(이건산

를, 경영기획2실은 회사 차원의 중기경영전략과 실행운영전략 수립을, 투자사업지원

으로는 기업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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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출자회사 지원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또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

인리스 사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스테인리스사업본부를 신설하고, 판매·생산·수
주공정·품질 등 핵심 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했다.

략은 혁신을 통해 철강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글로벌 리
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로드맵이었다.

주요 내용은 철강본업 경쟁력 강화, 성장엔진 확보, 리딩 인력 육성과 경영혁신에

2005년에는 제품별 섹터제를 본격 시행했다. 섹터제는 제품별로 판매, 기술개발,

주력함으로써 2008년 국내 3200만 톤, 해외 1000만 톤 등 4200만 톤 생산체제를 구

높이기 위해 2003년 12월부터 전기강판, 후판, 선재, 스테인리스 부문에 시범 운영했

강기업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었다. 또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핵심역

연구, 생산 부문 등을 하나로 연결해 고객 지향적인 상품 기술을 개발하고 수익성을
다. 이후 2004년 3월 스테인리스섹터를 스테인리스사업본부로 독립시켰다. 2005년에
는 열연·냉연 섹터를 신설해 탄소강 전 품종으로 섹터제를 확대했다.

축하고, 연결기준 매출액 30조 원과 기업가치 37조 8000억 원을 실현해 세계 최고 철
량을 6시그마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글로벌 윤리경영 체제 구축으로 존경받는 기업
상을 구현’한다는 전략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전략방향별 전략과제는 △철강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객지향 마케팅 강화, 전

3. 부문별 책임경영제 도입

략제품 집중 육성과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원가 경쟁력 우위 확대, 출자자산 투자

Officer) 제도를 도입했다. 회장과 사장이 회사 경영 전반을 통할하는 기존 1사 2소

해외 투자사업 강화,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육성 △리딩 인력 육성과 경영

부문별 책임경영 강화와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6년 2월 부문장(Chief
의 기능식 조직을 기획재무(CFO), 경영지원(CSO), 마케팅(CMO), 생산기술(COO/

CTO), 스테인리스 등 5개 부문으로 재편하고, 각 부문장이 책임 경영하는 체제로 전
환했다. 조직구조도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가치 제고 △새로운 성장엔진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생산능력 증대,

혁신 지속을 위한 6시그마 경영혁신 정착, 글로벌 인재육성, 윤리경영과 기업문화 혁
신, 포스코 브랜드 파워 강화 등이었다.

‘임원-실-팀’ 체제를 ‘실-그룹 체제’로 개선했다.

2. 글로벌 포스코웨이 선포

조직에 그룹제를 도입했으며, 2월에는 전사로 확대했다. 기존 팀 조직을 통합한 대

Now(새로운 성공신화를 향하여, 세계로 가는 도약, 미래를 여는 혁신)’를 선포했다.

2008년 1월에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본사

(大)팀 개념의 그룹을 조직 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부문 간 유사 기능 및 조직 통폐합
을 통해 조직과 인력 슬림화를 추진했다. 또 자체 정비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1996
년부터 분리 운영해 오던 제철소의 지구정비부서를 조업부서와 통합했다.

3절 글로벌 포스코웨이와 비전 2018

2007년 3월 새로운 비전 ‘Creating Another Success Story-Beyond Here, Beyond

비전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따라야 할 가치판단과 행동 기준이 되는
5대 핵심가치로 고객지향(Customer), 도전추구(Challenge), 실행중시(Execution),

인간존중(People), 윤리준수(Integrity)를 제시했다. 창립 40주년을 앞두고 ‘제철보
국’의 창업정신을 승화시켜 새로운 성공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초일류 기업에 걸맞은

포스코 고유의 일하는 방식과 기업문화를 ‘글로벌 포스코웨이(Global POSCO Way)’
로 규정짓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정립한 것이다.

새로운 비전에는 ‘새로운 창조’를 이룩하고 ‘유(有)에서 또 다른 유(有)’를 만들며,

1. 중기 경영전략 수립

한반도를 뛰어넘어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성공을 이어가 세계 속에 포스코의 신화

래 성장과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중기 경영전략(2004~2008)을 발표했다. 중기 경영전

속에서도 한국을 넘어 세계화된 글로벌 철강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의 기술과 일하

2004년 1월에는 앞으로 5년 내에 세계 최고의 철강기업 위상을 확립한다는 목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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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을 넘어 세계 철강산업을 이끄는 혁신 리더로 도약하자는 열정과 의지를 나
타냈다.

5대 핵심가치에는 인간존중과 윤리준수를 바탕으로, 도전과 실행을 통해 고객 가

치를 실현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즉 △고객지향은 모든 업무에 있어서 고객을 우
선시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자는 의미 △도전추구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

고를 지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정신의 뜻 △실행중시는 상호협

력을 바탕으로 목표를 끝까지 완결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내용 △인간존중은 직원

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개개인을 배려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의미 △윤리준수는 확고한 윤리의식의 토대 위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며 이해관계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3. 비전 2018 선포

포스코는 2008년 4월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포스코 비전 2018’을 선포하고, 성장
성과 수익성,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루 갖춘 ‘뉴 포스코(New POSCO)’ 실현을 다짐

비전 2018을 선포한 창립 40주년 기념식(2008. 4. 1)

했다.

로는 경영 전 부문의 체질 개선, 글로벌 환경에 부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일하는 방식

제2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여기에 미래 성장엔진으로 신사업을 적극 발굴함으

사와의 연결경영체제 강화 등이었다.

비전 2018은 본업인 철강사업 기반 위에 전략 사업인 E&C, 에너지 등 기존 사업을

로써 성장성과 수익성은 물론 안정성과 지속성까지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통
해 2018년에는 연결기준 매출 100조 원 대, 해외 1000만 톤 포함 글로벌 조강 생산량

5000만 톤 이상을 달성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으로 우뚝 선다는 원대한

재정립 △시너지 극대화 전략으로는 출자사의 기업가치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 출자
이날 기념식에는 박태준 명예회장을 비롯한 창립요원들이 참석해 후배 임직원들

을 격려하며 성공적인 비전 실현을 기원했다.

계획이었다.

포스코가 출자사를 포함한 범포스코 차원의 미래 비전을 설정한 것은 글로벌 경

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미래 위협에 미리 대처하고 보유하고 있
는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포스코는 비전 2018 달성을 위해 성장 확대

(Size Up), 경쟁력 강화(Speed Up), 시너지 극대화(Synergy Up)를 축으로 하는 3S
전략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주요 내용은 △성장 확대 전략으로는 해외 성장시

장 중심의 생산능력 증강, 전략사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확대 △경쟁력 강화 전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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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본업 경쟁력 강화

세계 철강 시황은 날이 갈수록 고부가가치강 수요의 지속적 증가 추세와 후발 철

강국의 보통강 공세가 더욱 가속화됐다. 이 때문에 선진 철강사들은 표면처리강판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급강 제품에 생산력을 집중하
고 있었다.

포스코는 후발 철강국의 값싼 철강재의 국내 유입에 대응해 국내 철강시장을 보호

하는 동시에 철강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지배력과 수익성을 높이

기 위해 기존 6대 전략과제를 2004년부터 12대 전략과제로 확대했다. 원가, 재무구
조, 이익률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12대 전략과제와

1절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관련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철강사의 위상을 공
고히 하겠다는 복안이었다.

12대 전략과제는 8대 전략제품과 2대 혁신공정기술, 2대 주요 기반기술로 구성됐

1. 중기 기술개발 전략 수립

다. 8대 전략제품은 자동차 외판용 고급강재, 고급 API 강재, 400계 스테인리스강재,

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수요산업 성장 및 강재

용 고강도 타이어코드강, 크롬프리(Cr-Free) 표면처리강재 등이었다. 2대 혁신공정기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철강 시황은 표면처리강판 등 고부가가치강 수요가 지
소비 추세를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강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포스코는 이미 2001년 3월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 경영전략

과의 연계성 강화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 △연구개발(R&D) 글로벌 네트워크 구

최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고급 고탄소강재, 선급용 TMCP 고급 후판강재, 자동차
술은 파이넥스와 스트립캐스팅, 2대 주요 기반기술은 초세립강 제조기술과 열연 연
연속 압연기술이었다.

포스코는 이어 2005년에 중국의 급속한 기술추격에 대비해 기술진입 장벽이 높은

축 등 3대 R&D 전략을 수립했다. 고부가가치화 전략은 기술력이 보편화되고 있는

차별화된 핵심 전략제품의 집중 개발을 통해 미래 기술경쟁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하

응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다. 이는 보통강으로 수익을 내는

재는 고기능열연으로, 크롬프리 표면처리강재는 고기능냉연으로, 자동차용 고강도

열연·냉연 제품 등 일반강 부문에서 중국의 후발사들이나 미니밀 업체의 추격에 대
시대는 이미 지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급강에서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는 엄중
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포스코는 여기서 나아가 연구개발 활동의 방향을 제철소 문제 해결에서 신제품 개

발과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전환하고, 제품 및 제품이용 기술 중심의 R&D를 추진
해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기반해 자동차용 강재, 석유수송관용

(API) 강재, 페라이트(Ferrite)계 스테인리스 강재, 고급 전기강판 등 4개 제품 제조기
술에 파이넥스와 스트립캐스팅 기술 상용화를 포함해 6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
를 집중 육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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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고 고급강 체제 구축을 위해 8대 전략제품을 보강했다. 기존 고급 고탄소강
타이어코드강은 고급선재로 확대 재편했다. 2대 주요 기반기술 가운데 하나인 초세
립강 제조기술은 2006년 상용화에 성공함에 따라 건식코팅기술(PosCOTE-D)로 대
체했다. 포스코는 12대 전략과제 실행에 집중하기 위해 과제별 담당임원과 실행책임
자를 지정하고, 분기별로 사장 주재로 추진실적 및 계획을 점검했다.

2008년부터는 나날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

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월드프리미엄(World Premium)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EVI 활동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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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체제 개편

3. 고유기술 개발 및 상용화 가속

2003년 7월 R&D 전략과 경영전략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신속

데모 플랜트를 준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용화 기술 개발을 가속화했다. 2004년 8

포스코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체제를 새롭게 정비했다.

파이넥스 상용화 성공

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체제를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했다.

포스코는 2003년 5월 포항에 연산 6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

월에는 연산 150만 톤 규모의 상용화 설비를 착공해 2007년 5월 준공하고 본격적인

기술연구소는 철강 분야에 연구역량을 결집하고, RIST는 장기 발전에 필요한 핵심

가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포스코는 세계 최초로 파이넥스 상용화 설비를 성공적으

역량 중심으로 연구기능을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RIST

로 가동하며 세계 철강 기술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에서 수행하던 △용융환원제철법, 스트립캐스팅 등 대형 철강 프로젝트 △ 유사·중

그동안 세계 철강업계는 선발주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철기술 상용화를 위해

복 연구개발 분야인 제품 관련 용접·고분자코팅·철강계측연구 △제품·공정 간 연계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일본의 DIOS법, 호주의 HISMELT법, 유럽의 CCF법, 브라

일원화했다. RIST는 그동안의 연구개발 경험과 축적한 역량을 토대로 △철강 신수

러한 가운데 100년 이상의 철강 역사를 가진 선진 철강회사들보다 한발 앞서 파이넥

연구가 필요한 압연공정, 열유체, 코크스 분야 등을 모두 기술연구소로 통합하거나

질의 TECNORED법 등 다양한 공법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상용화에는 실패했다. 이

요 창출 △산업 설비 자동화 △환경에너지 △부품소재 실용화 등 4대 핵심역량 중심

스공법의 상용화에 성공하고 철강 제조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포스

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 결과 기술연구소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코는 글로벌 철강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R&D 전략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연구조직으로 거듭났고, RIST는

포스코는 2007년 5월 30일 노무현 대통령,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 국내외 인

실용화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

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제철소에서 파이넥스공장 준공행사를 가졌다.

의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요소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해외 28개 대

40년 만에 세계 철강사를 새롭게 쓰는 쾌거”라고 전제하고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

포스코는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유수 철강사와 핵심기술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파이넥스 완성은 영일만에 철강산업의 불을 지핀 지

학·연구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하고 연구원을 이들 해외기관으로 파견
해 연구 수행, 정보 수집, 해외 네트워크 형성 등을 꾀하도록 했다.

또 국내 대학의 철강 분야 연구 자원과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철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갔다. 그 일환으로 포스코는 2003년 도입한

포스코 철강연구 지원사업을 활성화해 나갔으며, 특히 자동차용 강재와 고급 전기강
판 개발 등 포스코가 조기에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지원을 확대했

다. 2005년에는 산업체 위탁생 재교육 중심의 석사과정 특수대학원이었던 포항공대
철강대학원을 박사과정의 철강전문대학원으로 개편하고 세계적 권위와 전문성을
갖춘 철강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강공학동 신축 등 연구기반 구축을

지원했다. 포항공대 철강전문대학원이 철강 관련 미래 혁신 기술 분야의 기초·선행
연구를 전담함으로써, 포스코의 지속 성장에 필요한 기술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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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치하했다.

다. 그 결과 100톤 래들 5대 분량의 용강을 연속 주조할 수 있는 5연연주에 성공했고,

자립을 위한 고유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으며, 건설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등 스트립캐스팅에 부가되는 고유기술도 개발했다. 2008년 들어 양산체제 확립을 위

파이넥스 상용화는 단기간에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포스코는 창립 초기부터 기술

제철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1992년부터 5541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15년 만에 고유의 혁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신
철강연구조합(현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을 결성해 1992년 이후 10년간 200억 원 이
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정부의 역할도 큰 힘이 됐다.

장시간 주조와 기존 제품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해 롤 텍스처링, 특수 내화물 설계
해 주조공정 표면 결함 및 재질 관련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제조 가공비를
절감함으로써 기존 스테인리스 공정의 제품과 동일한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
며 상용화 기술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파이넥스와 스트립캐스팅 외에도 혁신 철강기술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

파이넥스 상용화 설비는 오스트리아 푀스트알피네가 기본설계를 맡았고, 포스코

주했다. 2006년 7월에는 포항 2열연공장 신예화와 함께 연연속설비를 도입해 세계

비를 착공할 당시 국내 경기는 그다지 밝지 않았고, 2006년 7월 건설노조의 본사 불

초세립강 제조기술의 상용화 개발을 추진해 2004년에는 세계 최초로 780MPa급 열

건설이 상세설계와 공사설계 그리고 시공을 담당했다. 포스코가 파이넥스 상용화 설
법점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포스코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

하고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33개월의 건설기간 동안 하루 평균 2000여

명의 건설 인력이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포스코는 파이넥스공장
준공 이후 조업 안정화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세계 최초의 설비인 만큼 조업 최적화,
설비 안정화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설비 가동 3개월 뒤인
2007년 9월 정상 조업도를 달성했다.
혁신 철강기술 상용화 추진

포스코는 혁신 철강기술인 스트립캐스팅 상용화에도 박

최초로 전단 변형 접합방식을 적용한 연연속 열연조업에 성공했다. 주요 기반기술인

연 초세립 DP(Dual Phase)강 제조기술을 확보했으며, 2005년에는 500MPa급 해
변 내수성강 제조기술을 확보했다. 2006년에는 압축천연가스(CNG : Compressed

Natural Gas)용 극저온 충격보증 API-X70 제조기술을 확보하고, 고급 선박구조용

강재 EH36 상용화, T13급 고강도 볼트 상용화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스코는
이러한 고유기술 개발을 통해 철강기술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갔다.

차를 가했다. 2004년에는 스트립캐스팅 상용화 기술을 전략과제에 추가한 데 이어,

2절 전략제품 중심 설비투자 확대

상용화 기술 개발을 본격화했다.

1.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강판 공급사 위상 확보

스팅 기술은 기존 고로 공정 중 슬래브 제조, 가열 및 열연 공정을 생략한 공정으로,

판, 스테인리스, 고급 API재, 고급 전기강판 등 전략제품 중심의 고급강 생산체제 구

트립캐스팅 기술은 공정 생략에 의한 투자비와 운영비 감소로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재임하던 2002년 2월 홍콩에서 중장기 자동차강판 판매 확대 전략 회의를 가진 후

2006년 6월에는 포항에 연산 60만 톤 규모의 스트립캐스팅 데모 플랜트를 준공하고
포스코가 1989년 RIST와 함께 소규모 시험 설비로 공정 개발을 시작한 스트립캐

용융상태인 강을 두께 2~4mm 박판으로 바로 주조하는 혁신적인 제조기술이다. 스

있으며 에너지 소비와 오염 물질의 방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프로세
스이다.

포스코는 스트립캐스팅 주조설비의 자체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한 데 이어 데모

플랜트 준공을 계기로 품질 및 실수율 등 상용화에 필요한 필수기술 확보에 주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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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강판 650만 톤 체제 구축 포스코는 국내 수요산업 고도화에 대응해 자동차강

축을 추진했으며, 특히 자동차강판 부문에 집중 투자했다. 이구택 회장이 사장으로
광양제철소를 세계 최대·최고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수
립했다. 이른바 ‘홍콩선언’이었다. 이는 중국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뿌리치고, 신일

본제철의 아성을 넘어 세계 최고의 자동차강판 공급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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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에는 광양에 내장재용 고강도 자

이즈음 자동차강판은 냉연강판과 전기아연도금강판(EG)에서 경제성과 품질이 우

수한 용융아연도금강판(CG)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가며, 고가공성과 고장력을 동

동차강판을 생산하는 연산 80만 톤 규모의

월 자동차 외판용 50kg급 고장력 용융도금강판을 개발하고 8월에는 세계 최초로

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산세강판(PO)

3POL(Pickling Oiling Line, 산세도유설비)을 준

시에 요구하는 고품질 강판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포스코는 이에 대응해 2005년 6

은 열연코일의 산화철을 제거한 후 오일을 도포해

양산체제를 갖춰 기아자동차 신차 뉴프라이드 외판용 소재로 공급했다. 이는 종전

표면이 매끄럽고 내식성이 뛰어나 자동차 내장재,

35~40kg급 자동차강판 적용에 따른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서, 자동차 경량화로 제
조원가를 절감하고 고강도강 적용으로 안전성도 대폭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광양제철소를 세계 최대·최고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에

따라 관련 설비 증설에 집중 투자해 2005년 9월 자동차강판 전문 생산설비인 5CGL
과 MCL(Multi-Coating Line, 복합코팅설비), 2006년 6월 6CGL을 준공했다.

광양제철소 ‘글로벌 No.1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 완성’ 비전 선포(2006. 7. 4)

컴프레서용 부품 등에 주로 사용된다. 3POL 준공
으로 자동차 외판재는 물론 내장재 생산에서도 높
은 생산성과 원가경쟁력을 확보했다.

설비 증설과 함께 합리화·신예화도 추진했다. 2007년 11월 광양 4PCM(Pickling

연산 45만 톤 규모의 5CGL은 기존 설비에 비해 생산속도가 크게 향상됐고, 저합

and Cold Rolling Mill, 산세냉간압연설비) 증강사업을, 12월 광양 2CGL 합리화 사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 연산 25만 톤 규모의 MCL 가동으로 아연도금강판에 수지

핵심 전략제품의 생산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 광양 3열연공장 합리화 사업을 완

금 열처리가 가능한 급랭설비를 도입해 고강도·고가공성 자동차강판을 안정적으로
피복을 입혀 내식성과 강도를 높인 크롬프리(Cr-Free), 프리실드(Pre-Sealed)강판 등
친환경 고급 강재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연산 40만 톤 규모의 6CGL은 냉연강판을 합금화 방식으로 도금해 내식성이 뛰어

업을 완료해 자동차강판용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GA : Galvannealed Steel) 등
료해 연간 100만 톤 생산 증대는 물론 고급 자동차강판과 API 소재의 안정적인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

자동차용 고장력 강판 기술개발도 가속화해 120kg급 GA강판 세계 최초 상용

난 고장력 자동차 외판재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며, 생산속도 향상은 물론 인장강도

화, 50kg급 GA외판재 세계 최초 적용, GA외판재 세계 최고 라인 스피드 달성을 비

강판 210만 톤을 포함해 자동차강판 연산 650만 톤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강

판(MAFE : Micro Alloy Free for Exposed), ACE강(Aerosols Charged with

120kg급의 고장력 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였다. 6CGL 준공으로 용융아연도금
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고강도강 수요 증가에도 안정적으로 대

처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강판 연산 650만 톤 능력은 아르셀로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였다.

5CGL과 6CGL의 설계와 시공은 순수 국내 기술진이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 출자

사인 포스코건설과 포스에이씨가 참여했다. 특히 도금설비 등 핵심 설비를 현장의

조업요원들과 기술연구소의 노하우를 모아 개발해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광양제철

소는 6CGL 준공을 계기로 7월에는 ‘세계 넘버원 자동차강판 전문제철소’를 비전으
로 선포하고, 포스코가 세계 최고 글로벌 자동차강판 공급사로 거듭나는 기반이 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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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해 초고장력 강판(AHSS : Advanced High Strength Steel), 자동차 외판용 강
Electrostatic) 등의 고유 강종을 개발했다.
가공기술 고도화

자동차강판 생산능력 증강과 함께 가공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

도 이어졌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제조사가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맞춤재단용접강판

(TWB : Tailor Welded Blanks) 생산을 위해 오스트리아 푀스트알피네와 제휴해
2002년 6월 연산 170만 장 규모의 TWB공장을 착공해 2003년 4월 준공했다. 같은

해 5월 중국 6위 자동차제조사인 하얼빈비기창에 TWB 강판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6월부터 GM대우 등 국내 자동차제조사에도 공급했다. 2004년 4월에는 190만 장 규
모의 TWB 2단계 설비증설 공사에 착공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2005년 4월에는 착공 1년 만에 하이드로포밍(Hydroforming) 공장을 준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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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이미 2005년 2월부터 부분 가동을 통해 르노삼성자동차에 제품 공급을

시작함으로써 자동차강재 품질과 차체 경량화를 이끌었으며, 공장 준공을 계기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같은 해 5월에는 중국 창안기차

에 수출을 성사시킴으로써 내수와 수출 모두 하이드로포밍 부품의 안정적인 판매체
제를 구축했다.

2006년 2월에는 고객 맞춤형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핫프레스포밍(Hot Press

Forming) 공장을 준공하고, 시험생산을 거쳐 10월부터 고객사에 본격적으로 공급

했다. 핫프레스포밍은 강판을 9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성형한 후 급속히 냉각시켜

150~200kg 초고강도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포스코는 핫프레스포밍 공
장 준공으로 연간 100만 개의 고강도·경량화 부품 생산능력을 갖춰 고객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고객사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기계와 소형 부
품을 생산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배기계용 하이드로포밍 설비도 증설했다.

장가항포항불수강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설비
종합 준공(2006. 11. 22)

2006년 8월에는 TWB공장을 종합 준공하고 연산 670만 장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고객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섰다. STS439강은 고가 원

단계 증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종합 준공에 이르렀다. TWB 설비 종합 준공으

럼 400계 제품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STS439강은 시범 판

2003년 1단계 연산 170만 장 생산체제 구축 이후 조업과 증설을 병행하며 2단계와 3

로 물량 면에서는 물론 선형·비선형·복합형상 등 고객이 요구하는 어떠한 사양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자동차강판 가공과 관련한 주요 기술을 구

현할 수 있는 TWB·하이드로포밍·핫프레스포밍 설비를 모두 갖춤으로써 자동차용

료인 니켈을 함유하지 않아 가격 변동 폭이 적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선진국 시장처
매 기간 중 세탁기 세탁조, 자동차 배기계 부품, 열교환기 온수탱크용 소재로 각광받
았다.

해외 부문은 중국 현지법인인 청도포항불수강(이하 청도포항)과 장가항포항불수

강재 및 부품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원 체제를 갖췄다.

강(이하 장가항포항)이 이끌었다. 2002년 12월 설립한 청도포항은 2005년 3월 중국

2. 스테인리스 세계 3대 메이커 등극

지역의 스테인리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청도포항은

조강 260만 톤 체제 구축 2000년대 이후 스테인리스 제품은 현대적 질감, 내구성, 경

제성 등이 부각되면서 자동차 배기계 부문, 건축물 소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요

가 급증했다. 포스코는 시장환경에 대응해 2003년 4월 포항에 연산 60만 톤 규모의

산둥성 칭다오에 연산 18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을 준공하고, 중국 북부

장가항포항에 이어 중국 내의 두 번째 스테인리스 공장으로서 포스코로부터 열연제
품을 공급받아 냉연 박판제품을 주로 생산했다.

장가항포항은 1997년 설립돼 1999년 1월 연산 12만 5000톤 규모의 1기 설비를 가

3제강공장 등 스테인리스 3기 설비를 준공하고, 조강 연산 166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

동한 이래 2003년 9월 연산 18만 톤 규모의 2기 설비를 증강해 40만 톤 생산체제를

포스코는 세계 5위의 스테인리스 강자로 올라섰다.

2006년 11월에는 2004년 말 착공한 60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제강, 연주, 열연, 소

스 일관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으며, 이로써
2004년 2월에는 STS430강을 대체할 수 있는 보급형 제품인 STS439강을 개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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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했으며, 2004년 8월에는 스테인리스 냉연제품 누계 100만 톤 생산을 달성했다.
둔산세 등 상공정을 준공하고, 외국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에 스테인리스 일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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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중국 내의 스테인리스 열연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득했다.

스테인리스사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포스코는 국내외 스테

적 확보를 통한 원가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했

강철(太原鋼鐵), 282만 톤인 독일 티센크루프스틸(Thyssen Krupp Steel)에 이어 세

회사인 SMSP와 합작으로 니켈 광산회사인 NMC

스테인리스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원료의 안정

현지법인인 장가항포항과 청도포항에도 열연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중국 내의

다. 2006년 5월 뉴칼레도니아 최대 니켈 광석 수출

인리스 조강생산 능력을 260만 톤으로 확대하며, 조강 300만 톤인 중국의 타이위안

와 니켈 제련회사인 SNNC를 설립했다. 2007년 12

계 3위의 스테인리스 제조사로 부상했다. 이는 포스코가 유럽과 일본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는 세계 주요 스테인리스 제조사들의 설비 증설과 합병을 통한 대형화 추세

에 적극 대응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스테인리스 선도기업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다
지는 계기가 됐다.

월 5개 니켈 광산의 개발사용권을 확보했으며, 2008
년 7월에는 뉴칼레도니아 정부와 의회로부터 니켈

SNNC 현판식(2006. 6. 8)

광석을 30년 동안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권리를 승

2006년 2월에는 칭다오경제개발지역에 청도포항불수강 심가공공업원을 준공했

인받았다. 이로써 포스코는 니켈 광산 개발사용권과 니켈광석 수출권을 동시에 확보

함께 포스코와 청도포항 등 중국 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중국 내 유통판매 기지

SNCC는 2007년 5월 연산 15만 톤(순 니켈 3만 톤) 규모의 페로니켈공장 건설에 착

다. 심가공공업원은 스테인리스 제품의 정정, 연마, 미러(Mirror) 등 표면처리 가공과

해 스테인리스 생산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생산기지와 가공기지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만큼 청도포항은

공해 2008년 11월 준공했다. 포스코는 페로니켈공장 준공을 통해 니켈 수요의 50%를

신기술 개발도 가속화해 2007년 4월에는 니켈이 들

켈 광산회사와 스테인리스 제조회사가 수직적으로 결합해 니켈 제조업에 진출하는 성

심가공공업원을 통해 고객사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기술 개발과 안정적 원료 확보

어가지 않으면서도 내식성 등 품질 특성이 300계 제품과 비슷하고, 가격은 절반 이하

인 400계 제품인 POS445NF를 개발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

자체 조달하고, SMSP는 보유 광석의 부가가치를 높였으며, 세계 철강업계 최초로 니
과를 거뒀다.

가하고 있었지만, 필수 소재인 니켈 가격도 급등해 제조사 입장에서는 니켈 가격 상

3. 고급 API재 북미 공략

에 따른 원가 부담이 작지 않았다.

서 열악한 기후와 지형 조건, 수송 물질의 성분 등을 감안해 강도 및 인성, 내부식성,

승분을 최종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고객 입장에서도 가격 상승
포스코는 2005년 9월부터 300계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스테

인리스 제품에 니켈을 첨가하지 않을 경우 내식성 확보를 위해 크롬과 같은 합금 성분
비를 높여야 하지만, 이 경우 가공성이 떨어져 제품화에 한계가 있었다. 포스코는 이러

한 단점을 보완해 크롬을 사용하면서도 다른 불순물을 최소화시키는 신기술을 적용

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재는 원유·가스 등을 운반하는 강관용 강재로
가공성 등 요구조건이 까다롭다. 포스코는 고급 API재를 전략제품으로 지정한 뒤
2003년 7월 포항제철소 제강부 기술개발그룹, 기술연구소, 1·2제강공장 6시그마추진
위원회로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전로 공정과 2차 정련 기술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연연주비를 기존 2연연

해 가공성을 높인 제품인 POS445NF 개발에 성공했다. 포스코는 건축, 가전, 주방용

주에서 5연연주로 향상시키고, 용강에 포함된 산소와 불순물을 줄여 고급 API재를

POS445NF를 공급함으로써 고객사의 원가절감에 기여했다. POS445NF는 산업기술혁

로젝트에 공급하는 후판 API재 생산에서 10회 연속주조에도 성공했다. 연연주비 향

품 등 높은 가공성을 요구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수요업계에 값비싼 300계 제품 대신
신촉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로부터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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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하기 위한 품질 수준을 확보했다. 2004년 2월에는 중국 시치둥수(西氣東輸) 프
상과 용강 정련시간 단축 등을 통해 포스코는 2003년 초 연간 20만 톤 수준이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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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API재 생산능력을 1년 만에 4배나 증가한 80만 톤 규모로 늘렸다.

때문이다.

2005년 6월 신예화를 완료해 고급강 생산능력을 연간 40만 톤 증강했고, 2008년 1월

을 섹터제로 시범 운영하며, 0.23mm 박물 고급 방향성 전기강판과 고효율 변압기

했다. 또 2006년 5월에는 고급강 증산을 위해 포항 3고로의 내용적을 3795m 에서

미세화란 전기강판 표면을 특수 처리해 강판에서 발생하는 철손을 크게 감소시키는

고급강 생산능력 증강을 위한 설비 신예화 사업도 추진했다. 포항 2후판공장은

에는 두께 100mm 이상의 극후물 제품과 대단중 제품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가동
3

4350m 로 늘려 3대기 조업을 시작했고, 2007년 3월에는 포항에 고급강 양산을 위한
3

300톤 급 탈린로를 준공했다. 탈린로는 용선 중에 포함된 인(P)을 최대한 낮춰 API

재나 TMCP강과 같은 극저린 고급강의 품질 향상과 양산이 가능하고, 기존 전로에
비해 부원료 사용량을 줄여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설비이다. 포항제철소는 탈

포스코는 고급 전기강판을 전략제품으로 선정한 이후 2003년 12월 전기강판 부문

용 자구미세화 강판 등 고급 제품 개발에 성공해 수익성 향상 기반을 마련했다. 자구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변압기에서 전기를 변압할 때 철손에 의한 전기 손실이 전체

손실의 50%를 차지하지만, 포스코가 개발한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30% 정도 철
손을 줄이고 변압기 소음도 20% 줄였다.

포스코는 2004년 12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케팅

린로 준공으로 조강 1000만 톤 생산능력을 갖췄다. 2007년 9월에는 포항 3후판 열처

을 전개해 전력 및 자동화 기술 관련 다국적기업인 ABB와 LG산전 등 변압기 제조

제를 갖췄고, 2008년 3월에는 포항 1연주공장에 연산 110만 톤 규모의 대단면 블룸

사에 공급하고 이용기술을 지원해 변압기 제조사가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로 준공으로 연산 20만 톤 규모의 조선용 TMCP강과 열처리재 등 고급강 증산 체

연주기를 준공해 자동차부품용 고급 선재제품의 품질확보와 안정 공급 기반을 확보
했다.

API재 판매 확대를 위해 러시아, 중동과 함께 라인파이프 세계 최대 수요처 가운

데 하나인 북미지역에 현지 생산체제 구축에 나섰다. 2007년 3월 강관제조 기술을
보유한 세아제강, 미국 현지 파트너인 유에스스틸(US Steel)과 합작해 USP(United

Spiral Pipe)를 설립하고, 2008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시에 연산 27

사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대량생산에 돌입했다. 포스코는 신제품을 국내 변압기 제조
적극 지원했다.

설비 증설과 신예화도 추진했다. 2003년 5월 포항 무방향성 전기강판 증강사업을

완료해 연산 13만 톤 규모를 26만 톤으로 늘렸다. 또 방향성 전기강판 설비 신예화 사

업을 추진해 2005년 6월 1단계 공사, 2006년 7월 2단계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
고 생산능력을 6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증강했다.

2006년 11월에는 세계 최대 HGO(High Permeability Grain Oriented)급 초광폭

만 톤 규모의 고급 API강관공장을 착공했다. 이 공장은 최대 두께 25.4mm, 직경

재 초도 생산에 성공해 12월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했다. HGO급은 방향성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열연강판은 포스코와 유에스스틸이 각각 50%씩 공급하기로 했다.

판 설비 신예화 이후 제품 폭을 최대 1200mm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가동하면

610~1625mm의 대구경 강관을 생산해 대부분을 미국과 캐나다에 판매하고, 강관

4. 세계 최대 초광폭 전기강판 양산

강판 가운데 자력선의 방향이 3도 이내로 일정한 고급 전기강판이다. 방향성 전기강
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2007년 5월 모터나 변압기용 철심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코어를 생산하는

흔히 철을 현대문명을 꽃피운 ‘산업의 쌀’로 일컫는데, 전기강판(Electrical Steel)은

한국코아를 인수해 ‘포스코아(POS-CORE)’를 출범시켰다. 포스코는 포스코아의 조

는 것에 비유된다. 전기강판이 에너지 및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

략제품 판매력 강화를 도모해 나갔다.

기존의 철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확장해 현대문명을 움직이는 심장 역할을 수행하

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관련되는 제품, 즉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송배전을 위
한 변압기, 전기를 동력으로 바꾸는 모터 등 다양한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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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경영정상화를 통해 코어의 소재인 전기강판의 국내외 판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전

해외 부문에서는 2008년 9월 중국 현지법인인 광동순덕포항강판(이하 광동순덕포

항)이 연산 18만 톤 규모의 무방향성 전기강판공장 증강사업에 착수했다. 1998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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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들어간 광동순덕포항은 2003년 2월 연산 10만 톤 규모의 전기강판과 연산 5만

에 적합한 제품 특성을 개발하는 등 제품의 기술가

둔로 증설공사를 12월 준공하고 연간 10만 톤의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하기 시

또 제품서비스팀을 신설해 제품별로 분산됐던 고

치 향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톤 규모의 컬러강판을 생산할 수 있는 MCL을 준공했다. 이어 2006년 2월 착공한 소
작했다.

객대응 업무를 통합,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

간 28만 톤의 무방향성 전기강판과 5만 톤의 컬러강판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탈바꿈

해 1차 고객사 중심으로 운영하던 기술간담회를 최

고, 전략제품 고객사와의 기술 파트너십 강화를 위

광동순덕포항은 2010년 8월 전기강판 증강사업을 통해 기존 10만 톤을 포함해 연

했다. 특히 이 사업은 1997년 4월부터 가동해 노후화된 CGL을 포스코의 기술력으
로 전기강판 생산설비로 재탄생시킨 것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2006년 12월에는 인도 푸네(Pune)에 연간 13만 톤 규모의 가공센터인 POS-IPC를

자동차강재 가공연구센터 준공(2003. 1. 21)

종 고객사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미래 수요를 선

점하기 위해 신상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고객
사가 참여하는 EVI 활동을 적극 추진해 급변하는

준공하고, 글로벌 생산판매망을 한층 강화했다. POS-IPC는 판재류를 폭과 길이 방

시장 상황과 기술 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후 인도의 전기강판과 자동차강판 수요 증가에 따라 2009년 4월에는 2공장도 준공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했다. 자동차강판 부문은 2003년 1월 광양제철소에 자동차강판

향으로 자르는 최신예 설비를 갖추고, 전기강판과 자동차강판을 가공 판매했다. 이
했다.

4대 전략제품에 대해서는 전담 판매조직을 신설하거나 EVI 활동과 접목할 수 있는

가공기술을 개발하는 자동차강재 가공연구센터를 준공했으며, 2005년 12월에는 자

동차강판 통합센터를 오픈했다. 2007년부터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사를 대상으로

3절 고객지향 마케팅 강화
포스코는 이구택 회장 취임 이후 전략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고객지향 마케팅을

자동차강판 EVI 포럼을 개최했고, 2008년부터는 글로벌 EVI 포럼으로 확대했다. 이어

2008년 1월에는 자동차강판 기술센터를 준공하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판 공급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 나갔다.

API재 부문은 2005년 5월 포항 인덕동에 API재 가공연구센터를 준공했으며, 같은

강화했다. 2004년 발표한 중기 경영전략에서 21세기 철강 대경쟁에서 글로벌 리더

해 12월에는 기술담당 임원 산하에 고급 API재 전략추진팀을 설치했다. 2006년 1월에

제 가운데 하나가 고객지향 마케팅 강화였다. 이를 위해 △ JIT(Just In Time)와

부터 별도 사업본부 조직으로 독립시켜 기민한 대응체계를 갖췄고, 2005년에는 스테인

십을 확보해 나간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철강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

EVI(Early Vendor Involvement) 활동을 통한 고객관계관리(CRM) 활성화 △고부

가가치 제품 중심의 신수요 개발 △유통단계 단순화와 판매채널 효율화 등을 추진
했다.

고급강 판매를 확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 실행을 위해 조직도 개편

했다. 2004년 8월 품질서비스실을 제품기술실로 개편하고 일반강 중심에서 고급강 중

는 API재 전문판매조직인 API강판판매실을 신설했다. 스테인리스 부문은 2004년 3월
리스 400계 제품 경쟁력 향상을 임원이 주도하는 6시그마 프로젝트로 추진했다. 2008
년 4월에는 기술연구소가 포항 인덕동에 새로운 스테인리스 실험동을 건립했다. 전기

강판 부문 역시 2005년 6월 포항 인덕동에 전기강판 실험동을 준공하고, 고급재 중심
의 기술 개발 및 고객을 위한 이용기술 개발을 추진했다.

심의 전문 기술지원 활동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고

급강 제품의 특성과 가공방법을 전파하고, 6시그마 기법을 적용해 고객의 요구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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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해외 생산·판매 체제 강화

1절 해외 성장시장 생산능력 증강
1. 중국 현지경영 체제 구축

포스코차이나 출범
(2003. 11. 7)

포스코는 2003년 11월 중국 투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지주회사 포

해, 주로 현지의 자동차·가전사 등에 판매하고 포스코의 중국 생산법인이 필요로 하

포스코차이나는 출범 이후 중국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인사 및 복지 제도,

2007년 2월에는 중국 광난(廣南)그룹의 중웨재료(中粤材料)와 합작으로 중월포항

항중국투자유한공사(포스코차이나, POSCO-China)를 출범시켰다.

는 소재를 공급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현지경영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설립 자본금 3500

(진황도)마구철공업유한공사를 설립하고, 허베이성(河北省) 친황다오(秦皇島)에 포

시작했으며 증자를 통해 본강포항냉연, 장가항포항, 순덕포항도신강판, 대련포금강

장을 준공했다.

만 달러로 청도포항, 포항소주기차배건제조유한공사(POS-SPC) 지분을 인수하기

판 등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인수하며 지주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갔다. 또 홍콩

항제철소에서 가동하던 설비를 이전해 2008년 2월 연산 25만 톤 규모의 석도강판공

가공·물류 센터도 확충해 2005년 11월 광둥(廣東) 포산(佛山)에 연간 10만 톤 규모

에 소재를 둔 판매법인 포스코아시아(POA)를 합병해 판매 효율과 고객 서비스를

의 스테인리스 냉연제품 가공능력을 갖춘 포항불산강재가공유한공사(POS-FPC)를

포스코는 전략제품 집중 육성 전략과 궤를 같이해 중국 투자사업도 가속화했다.

요기반을 확충해 나갔으며, 2007년 11월에는 연간 12만 톤 규모의 탄소강 가공능력

제고했다.

장가항포항은 2003년 9월 연산 18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가동을 시작으

로 2006년 11월에는 중국 내 외국기업으로는 최초로 스테인리스 일관생산 설비를 준
공했다. 2004년 6월에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냉연제품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번시강철(本溪鋼鐵)과 합작법인 본강포항냉연을 설립하고, 2004년 7월 연산
180만 톤 규모의 냉연공장을 착공, 2007년 7월 준공했다. 본강포항냉연은 냉연강판

80만 톤, 아연도금강판 80만 톤, 냉연 중간소재인 풀하드 20만 톤 등 180만 톤을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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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시켰다. POS-FPC는 광둥지역 고객사에 선진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

을 갖춘 2공장을 준공했다. 2003년 8월 설립한 POS-SPC는 2004년 10월 20만 톤 규

모의 1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2007년 7월에는 7만 톤 규모의 2공장을 준공해 10월
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POS-SPC는 자동차제조사가 요구하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강판을 공급하면서 고객 밀착 서비스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현지 고객사와
윈-윈하는 통합 판매·생산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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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 성장시장 투자 확대

말레이시아로 거듭난 이후 생산능력을 18만 톤으로 늘리고 가전용 내지문 강판과 같

시장 선점과 원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도에 진출했다. 2005년 6월 인도 오리사주

했다.

포스코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 이어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인도
정부와 일관제철소 건설과 광산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연간 생산 1200
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에 착수했다. 인도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현지에 진출한 삼성, 소니, 파나소닉 등 수요처에 공급

2005년 8월 현지법인 포스코인디아(POSCO-India)를 출범시켰다.

2절 해외 판매 네트워크 확대

독자적으로 해외에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을 추진한 것은 포스코가 역사상 최초 사례

포스코는 자동차강판 등 전략제품을 선정한 이후 JIT·EVI 활동을 강화해 GM대우

박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등 국내 철강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며 철강재 수

JIT·EVI 활동을 자동차강판뿐만 아니라 전략제품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수요

세계 유수 철강사들이 국경을 초월한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운 사례는 있었으나,

로서 세계 철강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국내 1인당 철강소비량이 1000kg에 육
요 증가세도 둔화돼 국내에서는 더 이상의 대규모 설비 확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
에서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 추진과 원료 개발은 시의적절한 투자로 평가받았다.

와 현대자동차의 신차 출시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다. 포스코는 이를 계기로
처를 개발해 나갔다.

국내 부문에서의 급격한 양적 성장은 포스코가 자동차강판 주요 공급사로 부상하

동남아 지역에서도 한층 적극적인 시장 선점에 나섰다. 2006년 11월에는 베트남 정

는 기반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가 상승, 중국 철강사의 급속한 성장, 환율 하

획을 일괄 승인받았고,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도 추

적 성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생산 부문이 극한의 원가절감 노력과 낭비 제거 활동에

부로부터 연산 120만 톤 규모의 냉연공장과 연산 300만 톤 규모의 열연공장 투자계
진했다. 이는 포스코가 1992년 현지에 설립한 포스비나(POSVINA), 1994년 국영 베

트남철강공사와 합작 설립한 VPS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깊은
신뢰를 얻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7년 5월에는 베트남 최대 국영 조선사인 비나
신(Vinasin) 그룹과 일관제철소 건설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8월에는 붕
따우성 푸미공단에 120만 톤 규모의 포스코베트
남 냉연공장 건설에 착공했다. 한편 2008년 3월에

락에 따른 수출이익 감소, 국내 자동차강판 시장의 경쟁 심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 부문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프리미엄을 확보하

기 위해 한층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강판은 물론 스
테인리스강, 고급 API재, 전기강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확대 전략을 추진했고,
국내 수요가 한정된 전략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 시장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
갔다.

자동차강판을 비롯한 고급강을 중심으로 고객사들이 요구하는 국제 수준의 JIT에

는 동나이성에 베트남 내 첫 가공센터인 연산 10만

대응하기 위해 가공센터, 물류센터 등 해외 SCM(Supply Chain Management) 기

지역의 전략적 판매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과가 검증된 EVI 활동을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는 명실상부한 글

톤 규모의 POSCO-VHPC를 준공해 베트남 북부

지를 적극적으로 신설 확장하며, 지역별 해외수출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국내에서 성

2007년 12월에는 말레이시아 전기도금강판업

로벌 자동차강판 시장의 주요 공급사로 부상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체인 MEGS를 인수해 2008년 11월 포스코말레

이시아(POSCO-Malaysia)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MEGS 인수는 해외 첫 M&A 사례였으며,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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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전략제품 해외 주요 수요거점에 마련한 SCM 기지의 역할도 강화했다.

POS-VHPC 착공(2007. 6. 15)

설립 초기에는 주로 제품 가공과 물류 서비스 역할에 치중했던 SCM을 이때부터 고
객관리를 위한 솔루션 제공과 전사 설비 신증설 계획에 부합하는 설비 투자 및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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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판매전략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위상을 재정립한 것이었다. 특히 2007년부터 국

Metals & Coal International) 소유의 카보로우다운스(Carborough Downs)와 글

강조됐다. 포스코는 SCM을 거점으로 한 EVI 활동을 시장 확보를 위한 안전핀 역할

의 제철용 석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또 2005년 8월 캐

내 자동차제조사에 대한 EVI 활동을 해외 고객사로 확대함에 따라 SCM의 역할도

로 삼고 글로벌 자동차제조사의 강재 요구 동향을 미리 파악해 R&D에 반영함으로
써 기술개발, 생산, 판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포스코는 전략제품의 판매 확대와 마케팅 인프라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2008

래니스크릭(Glennies Creek) 석탄 광산 지분을 5%씩 인수해 10년간 최대 1200만 톤
나다 엘크뷰(Elkview) 석탄 광산 지분 2.5%를 인수해 연간 70만 톤의 석탄을 추가
확보했다.

2006년 5월에는 스테인리스 주원료인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뉴칼레도

년까지 8개 SCM 기지를 추가로 설립해 모두 35개의 해외 가공센터를 보유했다. 특

니아의 니켈광석 수출회사인 SMSP와 합작해 니켈 광산회사 NMC를 설립했다. 같

준공함으로써 중국 14개, 동남아 8개, 일본 4개, 인도 3개, 멕시코 3개, 동유럽 3개

50만 톤의 석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또 2007년 7월에는 반무연탄의 안정적 확보

히 자동차강판 판매 글로벌 톱3 도약을 목표로 중국·인도·멕시코 등에 가공센터를

의 글로벌 판매 인프라를 구축했다. 포스코는 해외 생산기지와 가공센터를 거점으
로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 제품판매 확대와 해외 생산·판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
화해 나갔다.

3절 해외 원료투자 확대
포스코는 안정적인 조업과 원가 절감을 위해 해외 원료 투자도 확대했다. 철광석, 원

은 해 12월에는 호주 뉴팩(Newpac) 석탄 광산 지분 10%를 인수해 2017년부터 매년

를 위해 호주 코카투(Cockatoo)의 지분 19.99%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이에 따
라 포스코는 코카투가 개발하고 있는 퀸즐랜드주 원빈디(Wonbindi) 광구의 생산이

시작되는 2009년 말부터 매년 최대 100만 톤의 반무연탄을 우선 공급받게 됐다. 반
무연탄은 쇳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열원인 코크스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탄
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반무연탄을 공급하는 회사가 제한되어 있고 중국의 수출제

한 정책으로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서는 개발투자를
통한 조달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2008년 2월에는 스테인리스와 고급 API강재 생산에 필수 부원료인 몰리브덴의 안

료탄 가격이 상승하고, 광산업체들의 합병과 대형화에 따라 공급자 파워가 커지고

정적인 확보를 위해 미국 제네럴몰리(General Moly)와 미국 마운틴호프(Mt. Hope)

통한 원료 확보 비율을 30%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지분을 인수하거나 신규 광산개

20%의 구매권을 확보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세계 최대 반무연탄 생산업체인 맥아더

있는 상황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특히 해외 직접개발을
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했다.

2003년 10월에는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호주 BHP빌리톤(Billiton)과 합작으로 호

주 필바라(Pilbara)에 철광석 광산 포스맥(POSMAC : POSCO-Mining Area C)을

준공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포스코는 연간 철광석 구매량 4200만 톤 가운데
7%에 해당하는 300만 톤을 25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2004년 9월에는 호주 팍스리(Foxleigh) 석탄 광산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카멜

(CAML)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팍스리 광산 지분 20%를 확보하고 연간 100만 톤
이상의 미분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2005년 6월에는 미국 AMCI(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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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 프로젝트 지분 20%를 인수해 마운틴호프 광산에서 생산하는 몰리브덴

콜(Macarthur Coal)의 지분 10%를 인수했다. 포스코는 지분 20.4%를 보유한 중

국 시틱(Citic)과 19.9%를 보유한 아르셀로미탈(Arcelor Mittal)과 함께 맥아더콜의

주요 주주가 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브라질 나미사(NAMISA)의 철광석 광산 지분
6.48%를 확보했다. 포스코는 2012년까지 원료자급률을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전
략으로 호주의 마운트솔리(Mt. Thorley)·팍스리·카보로우다운스, 캐나다의 그린힐스
(Greenhills)·엘크뷰 등 8개 석탄 광산과 호주의 포스맥·잭힐스(Jack Hills), 브라질

등 3개 철광석 광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뉴칼레도니아·미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서도 원료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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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업 미래 성장엔진 확보

2절 철강 및 지원 부문 역량 확충
포항강판은 2004년 11월 연산 30만 톤 규모의 2CGL을 준공하고 컬러강판 소재를 자
체 조달해 표면처리강판 전문회사로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포항강판은

그동안 연산 37만 톤 규모의 컬러강판 공장에 소요되는 아연도금강판의 국내 생산

량이 부족해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 신설한 2CGL은 아연 알루미늄 도금강판
과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도금강판 생산이 가능한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췄다. 폐수
처리량을 감소시키는 자동 필터링 시스템과 무크롬(Non-Chromium) 조업이 가능

1절 지속가능경영 관점의 신성장동력 모색

한 친환경 설비도 갖춰 품질과 환경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포항강판은 2008
년 4월 사명을 ‘포스코강판’으로 변경했다.

창원특수강은 2006년 11월 1단계 설비합리화를 완료해 20만 톤 생산능력을 구축

포스코는 철강사업을 통해 축적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비철강 부문에서 새로운 성

하고 스테인리스 선재 생산 세계 1위를 유지했다. 2007년 2월에 ‘포스코특수강’으로

모색했다면, 철강사업을 통해 축적한 핵심역량 가운데 지속가능경영에 부합하는 에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

장동력 발굴을 추진했다. 종전에 철강, E&C, 정보통신을 3대 축으로 사업다각화를
너지 및 소재, 친환경연료 부문 등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한 것이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범포스코 차원의 동반성장 엔진 발굴과 연계해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회사가 추진하거나, 출자회사에 사업부문을 이관하거나, 출자회사와 공
동 추진하는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에너지 부문은 국내 최초로 민간 LNG 터미널을 건설해 사업 인프라를 구축했으

며, 한국종합에너지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파워를 출범시키고 발전소 증설 프로젝트

사명을 변경하고, 8월에는 연산 6만 톤 규모의 대형 단조공장을 준공해 특수강 소재
2003년 1월에는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미쓰이물산(三井物産)과 CTS(Central

Terminal System)사업 전문회사인 포스코터미날을 설립했다. 광양항이 가진 천혜
의 입지조건과 포스코의 기존 인프라 및 CTS 운영경험의 바탕에 미쓰이물산의 영업
력을 접목해 CTS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코터미날은 출범 초기 광양제철소 원료야드 일부를 임차해 영업을 했으나,

2005년 10월 연간 3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CTS 전용 설비를 준공하고, CTS 항만하역

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신규 투자에 박차를 가했다. 출자회사들과 공동 추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CTS 전문회사로

진하던 연료전지 사업은 포스코파워로 이관해 효율성을 높였다. 친환경연료 부문에

의 성장기반을 확보했다. 이어 2006년 11월 벌크화

서는 하수 슬러지 및 생활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물 무역업을 개시했고, 2008년 1월에는 포스코로

신성장사업 외에도 기존 철강본업 및 물류, 건설 부문의 출자회사들도 두드러진 약

부터 그동안 수탁 운영해 오던 포항의 CTS 영업을

진을 보였다. 포스코는 출자자산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출자회사의 자율경영, 책임경

인수해 포항과 광양의 CTS 운영관리를 일원화함

영 강화를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되 원가구조가 취약한 출자회사는 수익성 개선을
유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출자회사는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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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협력운영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누렸다.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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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포스코의 전문 운송, 하역 능력을 공유하고 과감한 투자로 성장기반 확충을 뒷

게일사와의 합작법인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이즈음 해외에서 MRO(Maintenance, Repair & Operation) 구매대행 사업이 새

Liability Company)를 통해 송도신도시 출범기념

(NSC : New Songdo City Development Limited

받침했기 때문이다.

식 및 개발사업 설명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투자유

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사업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치를 시작했다. 포스코건설은 축적된 기술과 경험

2000년 8월 KT, KCC, 한진과 함께 MRO 업무를 담당할 전자상거래 전문 합작법인

을 바탕으로 송도신도시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주

으로 설립한 엔투비는 초기에 주로 사무용품 등의 구매대행에 주력하다가 사업영역

을 점차 확대했고, 2005년 3월 포항과 광양 물류센터를 오픈하면서 포스코의 양 제
철소 물류 대응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2008년 11월에는 포스코뿐만 아니
라 포스코의 출자사인 RIST와 포스렉(현 포스코켐텍)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개방경제의 전초기
지를 놓는 역할을 담당했다.

베트남 냉연공장 착공(2007. 8. 1)

해외사업도 활발히 추진했다. 2006년 9월 글로

나갔으며, 포스코그룹 통합구매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벌 전력회사인 미국 AES의 칠레 현지법인 AES 제

환위기와 맞물려 이른바 ‘한보사태’로 장기화되면서 국가 대외신인도 하락과 금융

사업을 수주했다. 2007년 4월에는 베트남 최초의

너(Gener)로부터 벤타나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한편 포스코는 2004년 한보철강 인수에 나섰다. 한보철강은 1997년 부도 이후 외

자립형 신도시 안카잉(An Khanh) 개발에 착수했

시장 경색, 당진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었다. 포스코는 철강산

고, 같은 해 8월에는 포스코의 베트남 냉연공장을

업의 리더로서 국가적 난제 해결과 철강재 수입대체 그리고 당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2004년 4월 동국제강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인수에 나섰
다. 결과는 비슷한 입찰가격에도 불구하고, 부대 조건을 포함한 종합평가에서 앞선
INI스틸(현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컨소시엄이 5월 27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
정됐다.

포스코는 또 철강사업 성장동력 확충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9일 GS와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입찰에 참여했으나, 10월 13일 입찰 당일 GS가 공동 인수를 포기하면서 포스코의
단독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돼 한화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3절 E&C 부문 성장 가속화
포스코건설은 2002년 회사명 변경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 같은 해 3월 아파트 브랜

포스코건설이 건설한 칠레 앙가모스 석탄화력발전소(2011. 11. 10 준공)

착공했으며, 10월에는 칠레 앙가모스와 캄피체 석
탄화력발전소를 수주했다. 포스코건설은 2006년
연간 수주액 5조 원, 2007년 7조 원, 설립 14년 만

인 2008년 10조 원을 달성했다. 이는 국내 건설사 가운데 최단 기간에 달성한 기록이
었다.

포스코건설은 2008년 4월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업체인 대우엔지니어링 주식

60%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우엔지니어링은 포스코의 일원으로
새 출발을 했다. 대우엔지니어링은 화공 플랜트, 토목, 건축 등 건설 전 분야에서 다
수의 엔지니어링 실적을 축적했으며, 특히 석유화학 플랜트 분야에서는 미주, 유럽,
중동은 물론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해외 시장에서 두드러진 실적과 경쟁력

을 확보하고 있었다. 포스코건설은 대우엔지니어링 인수를 통해 석유화학 플랜트 분
야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드 더샵(the #)을 론칭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3년 10월에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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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에너지 및 소재 사업 본격화

1969년 11월 한화그룹과 미국 유니온오일이 합작 설립한 경인에너지개발이 모태인

포스코는 핵심역량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하나로 에너지사업에 시동을 걸었
다. 에너지사업은 철강사업과 함께 국가 기간산업에 속하고, 철강사업은 에너지 다소

비 산업으로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기술이 경쟁력의 큰 부분을 좌우한다. 제철소
운영을 위한 자가발전을 수행하며 에너지사업에 대한 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고,
이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굴했다. 또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

처하고 환경친화적 제철소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중유발전소를 청정원료인 LNG발

한국종합에너지는 1800MW의 발전설비를 갖춘 국내 최대의 민자 발전회사로 LNG
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4기의 복합화력 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 전기

수요의 12%, 전국 전기 수요의 3%를 공급하고 있었다. 전력 판매와 별도로 발전설
비에 추가로 보상되는 용량요금제도가 포함된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안정
된 수익이 보장돼 있으며, 향후 전력 풀(Pool)시장 진출에서 공급능력이 부족한 수도
권에 위치하고 있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포스코는 광양 LNG터미널과 한국종합에너지를 축으로 철강 생산과정에서 축적

전소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LNG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을 위해 2005년 7월에

된 가스 활용 노하우와 기술력을 활용,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에너지사업에 진출

LNG는 국제입찰 방식을 통해 2004년 7월 인도네시아 탕구컨소시엄과 장기 LNG

가 보유한 지분 50%를 모두 인수해 100% 출자사로 거듭났다. 또 포스코의 에너지

는 연간 최대 17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춘 광양 LNG터미널을 준공했다.

직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5년 5월에는 LNG전용선이 처음 입항했다. 포스코는
광양 LNG터미널 준공으로 포항과 광양 양 제철소에 LNG를 저가에 안정적으로 공
급할 수 있게 돼 원가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른 탄소배

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부족한 국내 LNG 공
급 설비를 감안할 때 국가적 가스 인프라 확충이라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

함으로써 새로운 기업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포스코파워는 2006년 3월 엘파소

사업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2007년 2월에는 포스코가 추진하던 연료전지사업도 이

관받았으며, 2008년 9월에는 포항에 연산 50MW 규모의 연료전지 BOP 제조공장을

준공했다. 이어 2008년 12월에 수도권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1200MW
규모의 LNG발전소 복합 5·6호기를 착공했다.

에너지사업의 또 다른 축인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은 2003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

았다.

구원(RIST), 포스텍과 공동으로 독자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했

수하고, 같은 해 7월에 38.25%를 추가 매입해 한화그룹이 보유했던 지분 50%를 모

전용 연료전지 국책과제를 병행했으며, 2005년 11월 RIST에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

포스코는 2005년 6월 한화종합화학으로부터 한국종합에너지 지분 11.75%를 인

두 인수했다. 이어 9월에는 회사명을 ‘포스코파워’

다. 2004년 9월에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자원부의 250KW급 발

을 위한 파일럿 플랜트와 각종 실험 기자재를 갖춘 제5실험동을 준공하고 연구개발

을 가속화했다. 2007년 2월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한 미국

로 바꾸고 포스코그룹 일원으로 새롭게 출범시켰

퓨얼셀에너지(FCE : FuelCell Energy)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포스코파워에

다. 포스코의 이러한 적극적인 행보는 한국종합에

사업을 이관해 본격적인 사업화 채비를 갖췄다.

너지가 수도권에 위치해 입지조건이 양호하고, 한

친환경연료 부문에서는 폐기물 제로화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하수 슬

국전력과 전력수급 계약이 체결돼 있어 안정적 수

익이 보장될 뿐 아니라, 광양 LNG터미널과 연계해

러지 및 생활폐기물을 에너지화하는 친환경연료화 사업을 추진했다. 2007년 11월에

발전소 경제성 향상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의 민간투자 우선제안권도 확보했다.

는 이미 확보한 수원시 슬러지 자원화 사업권 외에 부산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

발전용 LNG를 도입 공급할 경우 LNG 수요 증대,
기대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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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LNG터미널 천연가스 첫 송출(2005. 6. 17)

소재 부문은 마그네슘과 티타늄 사업이 이끌었다. 포스코는 2002년부터 RI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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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마그네슘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해 상용화 기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06년 8월 전남 순천에 연산 3000톤 규모의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착공해 2007년 7
월 완공하고, 10월 판매에 들어갔다. 마그네슘 판재공장은 세계 최초로 연속주조 및

압연 기술을 적용해 마그네슘 잉곳(Ingot)을 가열로에서 용해해 슬래브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얇은 판재를 생산할 수 있어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높였다. 포스코

5장

경영혁신의 진화

는 티타늄 판재 사업을 위해 2008년 3월 티타늄판재연구개발추진반을 발족했다. 추
진반은 포항 열연부와의 협업을 통해 열간압연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2010년
상업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가속화해 나갔다.

포스코 창립 초기부터 내화물 제조와 정비를 담당해 온 포스렉은 기초 소재 분야

에서 쌓은 노하우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2007년 생석회 판매시장에 진출하는 등 소

1절 포스코형 6시그마 활동 체질화

에서 철강 품질의 기본이 되는 석회소성설비의 수탁운영에 들어갔다. 포스렉은 국

1. 6시그마 활동 정착

의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소재 및 케미컬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

화하고 지속적인 내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철강업계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유지

재와 케미컬 분야로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했다. 그 일환으로 2008년부터 양 제철소
내 최대이며 글로벌 톱 수준인 연간 240만 톤의 고품질 생석회를 생산하며 포스코
해 나갔다.

포스코는 1기 PI를 통해 구축한 포스피아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가속

해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2001년 11월 2기 PI에 돌입했다. 2기 PI는 1기 PI에서 다
루지 못했던 부문까지 경영혁신을 확대하고, 제철소 조업 시스템을 개선해 전사 통합
경영관리 시스템을 완성하며, 6시그마 활동을 전사 경영혁신 수단으로 정착시키는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했다.

2003년 들어 주요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4월에 균형성과지

표(BSC : Balanced Score Card)와 공급망관리(SRM : 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가동했고, 5월 지식관리 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과 자금관리 시스템(TR : Treasury System)을 가동했다. 7
월에는 인력자원관리(HRM : Human Resources Management) 시스템과 고객관
계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가동했다.

특히 1기 PI 때 제외했던 조업 시스템(MES :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리프레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2004년 11월 광양, 2005년 1월 포항에 MES를 가
동하면서 전사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 MES는 국내 제조업 부문 최초로 웹 기
반 자바 언어와 최신 개발기법인 컴포넌트 기반 개발(CBD : Component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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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방식을 적용해 제철소 간·공장 간의 상이한 업무를 표준화하고, 양

법론을 회사 전략 실행의 강력한 수단으로 정착시켜 나갔다. 이에 따라 현장과 현업

웨어하우스(DW : Data Warehouse)를 가동하고, 2월에는 조업 부문의 활동기준 경

임을 정하고 공동목표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부문 간 과제를 대폭 발굴했다. 대표적

제철소의 시스템을 웹 기반 최신예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했다. 또 2005년 1월 데이터
영관리(ABM : Activity Based Management)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ABC)을 전사로 확대했다.

2002년 5월 2기 PI의 방법론으로 6시그마 활동을 시작했다. 6시그마 활동은 프로

세스를 개선해 고객과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하고, 고도의 전문역량을 갖춘 인

재를 육성해 직원의 가치를 증대시키며, 전 직원의 6시그마 활동 참여와 성공 체험을

에서 일어나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략과 연계해 부서가 서로 역할과 책

인 사례가 자동차강판 메가와이(Mega-Y) 프로젝트였다. 또 1·2차 웨이브가 외부의
지식과 경험을 차용했다면, 3차 웨이브에서는 그동안 회사가 축적한 역량을 발휘해

6시그마 기법의 원리와 방법을 회사의 실정에 맞게 응용함으로써 6시그마 활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해 나갔다.

포스코는 3차 웨이브를 시작하면서 서플라이체인 관점에서 회사 내부 프로세스

통해 변화와 혁신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세 가지 목표로 추진했다. 특히 포스코는 6시

뿐만 아니라 공급사·외주 파트너사로까지 과제수행 영역을 확대했다. 공급망 비중이

시켜 나갔다.

제수행 활동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6시그마 활동이 포스코 혁신의 새로운 비즈니스

그마 활동을 ‘제품’ 품질이 아니라 ‘경영’ 품질을 향상시키는 혁신 프로그램으로 정착

2. PSSM 정립

포스코는 2기 PI를 추진하며 6시그마를 혁신 방법론으로 도입했지만, 이를 포스코

큰 조업과 연계된 출자사에서 블랙벨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고객사까지 과
모델로 자리 잡게 해 나갔다.

만의 독특한 방법론으로 승화시키기로 하고 6시그마를 통해 ‘전 직원이 지혜를 발휘

2절 지속가능경영 도입

운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는 개선과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

1. 글로벌 윤리경영 체제 구축

해 매일 개선하고 매일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주어진 해답이나 새로
결하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했다.

이때 포스코형 6시그마의 3대 키워드는 간편하고(Simple), 눈에 보이고(Visible),

함께하는(Together) 것이었다. 방법론을 간편하게 해 문제해결 능력과 집중력을 높

이고, 눈으로 보는 관리를 통해 낭비와 개선효과가 쉽게 보이도록 하며, 전 임직원이

포스코는 2003년 6월 2일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서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윤리규범을 선포했다.

포스코가 새롭게 제정한 윤리규범은 5개 항의 본문과 7개 항의 행동준칙으로 구

일상 업무 속에서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포스코형 6시그마 모델인 PSSM(POSCO

성됐다. 5개 항의 본문은 △회사의 기본 책무 △고객 및 거래처 △주주 및 투자가 △

와 BPM을 더한 것으로서, 포스코는 PSSM을 통해 문제를 인식해 해결하고, 해결된

치 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했다. 7개 항의 행동준칙은 △고객과의 거래 △이해관계

Six Sigma Model)은 6시그마에 포스코가 그동안 혁신의 방법으로 채택해 온 QSS

방법대로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선순환 체제의 혁신 및 학습 활동으로 발전시켜 나
갔다.

2003년 6월 6시그마 확산단계인 3차 웨이브를 시작하면서, 1·2차 웨이브에서 익힌

6시그마의 개념과 다양한 시험 적용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기반으로 6시그마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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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으로 부문을 나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회사의 윤리적 가

상충 △회사 자산의 보호 △정보 보호 및 공유 △직장인의 자세 △건전한 사회생활
△윤리규범 준수 등 윤리규범 실천을 위한 구체적 행동기준을 규정했다.

포스코는 윤리경영이 회사의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윤리실천 인

프라를 마련했다. 2003년 7월부터 기업윤리상담센터를 운영했으며, 2003년 8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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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기업 최초로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해 명절 기간

니라 환경과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적극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로 정착시켜 나갔다. 2004년 8월에는 비윤리적 행

포스코는 CSM을 글로벌 경영이념으로 채택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해

에 이해관계자와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기업문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위 예방과 건전한 신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최대

온 환경 및 사회공헌활동, 윤리경영 등을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통합해, 적극적이

도’를 마련했다.

로 체계화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부문별 가이드라인 정립 △GRI 기준에 따

5000만 원까지 보상되는 ‘비윤리 행위 신고보상제
포스코는 사내 윤리경영 정착뿐만 아니라 윤리

경영 실천을 이해관계자로 확산시키기 위해 2004
년부터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대상으로도 윤리설명

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을 ‘글로벌 포스코’의 경영이념으

윤리규범 선포(2003. 6. 2)

회를 실시했으며, 모든 계약서에는 윤리실천특별약관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했
다. 이어 2009년부터는 승진 인사와 관련해 임직원들이 외부로부터 받은 축화도 경
매에 부쳐 총 1600여만 원의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2. 글로벌 경영이념 ‘지속가능경영’ 도입

포스코는 2004년 1월 환경을 보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좋은 기업으
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가능방침을 발표하고 실천에 들어갔다. 지속가능방침은 1995

년 제정한 환경방침을 개정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
념을 도입해 환경을 경영전략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을 다진다는 의지를 담았다.

지속가능방침은 총 8개 항목으로,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환경보존과 안

전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적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해관계자가 윈-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며, 지속성장 의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

용으로 담았다. 특히 종전의 환경방침이 환경부서를 중심으로 제철소의 환경오염 예
방·관리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지속가능방침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협력사, 공급사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포스코는 이어 5월 임원 경영전략토론회에서 ‘지속가능경영(CSM : 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을 글로벌 경영이념으로 채택했다. 포스코가 지속가능
경영을 도입한 것은 회사가 영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무성과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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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과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으로부터의 검증 △국제적 수준

의 SRI 펀드 편입을 위해 샘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SAM-DJSI : SAM-DowJones
Sustainability Index) 평가 수행 △지속가능경영의 공유·전파를 위한 대내외 홍보·교

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04년 10월에는 그동안 발간해 온 <환경보고서>를 대
신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부기관의 검증을 받아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다.

포스코는 지속가능경영의 범위를 출자사·외주 파트너사 및 공급사, 나아가 고객사로

까지 확대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전반적인 경영 프로세스·조직과 효과적인 체계를 이루

도록 했다. 포스코의 이러한 노력은 샘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에 연속으로 선정되
고, 골드만삭스의 <GS Sustain 보고서>에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수록되는 등

글로벌 평가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를 비롯해 각 언론이 선정하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각종 지표를 석권하며 지속가능기
업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한편 이구택 회장은 2007년 10월 7일 국제철강협회(IISI) 제3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구택 회장은 2004년에 IISI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 2005년 부회장에
선임된 데 이어, 회장을 맡아 2008년 10월까지 IISI를 이끌었다.

3절 사회책임 활동 강화
1. 포스코봉사단 창단

포스코는 2003년 5월 29일 ‘사랑의 손길, 희망의 나눔’을 모토로 포스코봉사단을 창

단했다. 포스코봉사단은 전사 봉사활동을 기획 조정하고 자원봉사 분위기를 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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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청암재단은 과학·교육·봉사·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인사를 시상

하는 포스코청암상, 아시아 각국과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힘쓰는 포스코아시아펠로

십, 국내 기초 과학자의 창의적인 연구를 돕는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을 핵심사업으
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철소가 있는 포항과 광양 지역에 장학사업을 통해 포
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3. 상생경영 활동 본격화

포스코는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포스코는 이미 제철소 건설 초기부터 국산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

포스코봉사단 창단
(2003. 5. 29)

키며 지역별로 시행해 온 활동을 전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활동 범위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NGO 및 지역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제

철소와 인접한 포항·광양 지역 기업과 공동활동도 펼쳤다. 2004년에는 ‘지속가능경
영’을 경영이념으로 채택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며, 2004년 말부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상생을 위해 구매대금 전액을 현금으

로 지불하고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또 설비와 공사에 대한 대기업 구매 물량을 중
소기업으로 전환하고, 포스코가 보유한 특허를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상

생활동을 추진해 왔다. 포스코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중소기업지원팀을 신설했고, 이를 계기로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상생협력을 통해 수요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직원들만 이용하던 통근열차와 통근버스를 외주파트너사 직

장애인 고용 창출을 통해 회사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2007

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목욕탕, 라커룸 등 각종 편의시설을 외주파트너

포스위드는 포항과 광양 양 제철소 인근에 사업장을 준공하고 전체 직원의 60%를

외주파트너사 지원 방안과 함께 조업현장에서 외주파트너사와 직접 접촉하는 부서

년 12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포스위드를 설립했다.

장애인으로 고용해, 그동안 포스코 출자사와 협력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임직원 해
외출장 지원, 사내 근로복지기금 집행, 사외휴양시설 운영 등 노무후생 서비스와 제

사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함께의 유대를 돈독히 했다. 본사 차원의
들도 부서 특성에 맞게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2008년 11월에는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상생협력실천사무국으로 확대 개편하

철소 내 세탁 서비스, OA시스템 지원, 통신 서비스 등을 수행했다.

고, 2009년 2월부터 이를 다시 회장 직속 부서로 전환했다. 포스코는 상생경영의 기

2. 포스코청암재단 출범

감대 확산 △기업문화로서 상생협력의 체질화 등으로 설정하고 상생경영을 통한 동

포스코는 2005년 8월 포스코장학회를 확대 개편해 재단법인 포스코청암재단을 출
범시켰다. 포스코청암재단은 박태준 명예회장의 천하위공(天下爲公) 정신과 교육보

본 방향을 △포스코 패밀리 차원의 일관된 상생협력 추진 △상생협력의 사회적 공
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국(敎育報國)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미에서 박태준 명예회장의 호 청암
(靑巖)을 재단의 명칭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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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1장 열린·창조·환경 경영 주창

1절 정준양 회장 취임과 비상경영 체제 가동
2절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관리 체제 개선
3절 업의 진화, 장의 확대, 동의 혁신 선언

2장 종합 소재 메이커로 도약 추구
1절 철강본업 고도화

2절 소재 및 에너지 사업 확대
3절 패밀리사 동반성장 추진

3장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 확대
1절 이머징마켓 공략 본격화

2절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

4장 일하는 방식의 혁신

1절 포스코패밀리 경영체제 구축
2절 포스피아 3.0 시스템 구축
3절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5장 통섭형 인재 육성

1절 지식근로자 육성 추진

2절 인재육성 인프라 확충

박태준과 포스코

1장

열린·창조·환경 경영 주창

1절 정준양 회장 취임과 비상경영 체제 가동

정준양 7대 회장 취임
(2009. 2. 27)

1.정준양회장,이동희·최종태사장취임

1974년 입사해 인력관리부장, 경영기획2실장, 인재개발원장, 인사노무담당을 역임하고

2009년 2월 27일 정준양 7대 회장과 이동희 사장, 최종태 사장이 취임했다.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재임해 왔다.

정준양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선 당면한 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나아가 글로벌 성장

을 가시화하고 그룹 시너지를 창출하는 한편, 시장 지향 및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겠
다”라고 밝혔다. 또 “국내와 해외,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철강

2. 비상경영 체제 가동

해관계자와의 상생과 협력, 열린 조직문화를 통한 소통과 신뢰를 확대해 나가는 ‘열린

2009년 3월 창립기념식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그룹사가 힘을

뿐만 아니라 환경 기술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이

정준양 회장은 취임과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임원회의를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경영’, 기술 모방과 추격의 한계를 뛰어넘어 포스코 고유 기술을 창조해 나가는 ‘창조경

합쳐 극복하고, 소수강자 시대에 대비해 성장기회를 선점하고, ‘비전 2018’을 실현하

영’, 에너지 다소비와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이라는 철강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환경

자는 의지를 ‘10대 전략’과 이를 구체화한 ‘100대 실행과제’로 발표했다.

경영’을 새로운 경영철학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천명했다.

10대 전략은 △비상경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고객지향형 마케팅 체제 구축 △

정준양 회장은 1975년 포스코에 입사해 제강부장, EU사무소장, 광양제철소장, 생산기

원료 자급도 및 구매 경쟁력 제고 △글로벌 성장 가속화 △시너지 창출을 위한 그룹

술부문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 11월부터

사업 구축 △글로벌 경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및 인재 육성 △차세대 혁신기술의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임해 왔다.

글로벌 리더십 확보 △녹색 신성장동력 확충 및 녹색경영 강화 △상생협력 및 나눔

이동희 사장은 1977년 입사해 홍콩사

경영 강화 △지속적 혁신을 통한 글로벌 포스코웨이 정착으로 정했다.

무소장, 자금관리실장, 감사실장, 재무실·

자금관리실 담당을 역임하고 기획재무
부문장으로 재임해 왔다. 최종태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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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전략은 ‘비상경영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정준양 7대 회장

이동희 사장

최종태 사장

포스코는 그룹사와 함께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 불황
에 대비한 전사적 방안을 수립했다. 위기 최소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비상경영
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393

활동을 통해 다른 기업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고객지향형 마케팅 체제 구축’은 기존의 제품(Product), 가격(Price), 시장(Place),

판촉(Promotion)을 고려한 4P 마케팅 관점에서 앞으로는 고객(Customer), 비용

(Cost), 구매 편의성(Convenience), 고객과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등 고객

중심의 4C 마케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원료 자급도·구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료 개발 투자 확대, 구매와 운송의 최적화를 통한 총구매비용 절감을 도모해
나갔다.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 대한 포지셔닝을 명확히 한 다음, 인수

합병과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성장을 추진했다. ‘시너지 창출을 위한

그룹사업 구축’과 관련해서는 사업구조 조정과 공동사업 추진 등 밸류체인과의 협력
을 기반으로 그룹 동반성장을 위한 시너지 경영에 박차를 가했다. ‘글로벌 경영을 위

한 조직역량 강화·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통합형 인재 육성과 정보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단순히 선진 철강기술을 따라잡는 차원을 넘어 가치창출형 연구개발을
확대해 ‘차세대 혁신기술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에 주력했다.

이와 함께 ‘녹색 신성장 동력 확충 및 녹색경영 강화’를 위해 친환경 신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범포스코 차원에서 고객사, 공급사, 지역사
회를 아우르는 ‘상생협력 및 나눔경영 강화’를 추진했다. ‘지속적 혁신을 통한 글로벌
포스코웨이 정착’으로 초일류 글로벌 기업을 실현한다는 전략이었다.
3. 박한용·권오준, 박기홍·김준식 사장 취임

2012년 3월 16일 박한용 사장과 권오준 사장이 취임했다. 박한용 사장은 1978년 입

사해 홍보실장, 열연판매실장, 인력자원실장을 거쳐 포스코ICT 사장 재임 중 사장으

박한용 사장

권오준 사장

박기홍 사장

김준식 사장

재임해 왔으며, 기획재무부문장에 보임됐다. 김준식 사장은 1981년 입사해 제강부장,

투자사업실장, 기술개발실장, 공정품질서비스실장, 광양제철소장을 역임하고 스테인
리스사업부문장으로 재임해 왔으며, 성장투자사업부문장에 보임됐다.

2절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관리 체제 개선
1. 기업지배구조 및 이사회 운영 개선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더욱 가속화됐다. 2010년에는

이사 수를 기존 15인(사내 6인, 사외 9인)에서 13인(사내 5인, 사외 8인)으로 축소해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도모하고 동시에 사외이사 비중을 더욱 높임으로써 주주가
치를 제고하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 활동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높이
기 위해 사외이사 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며, 이사회와 전문위원회 활동 평가제도를 도
입했다.

특히 기존 CEO후보추천위원회를 개편해 이사회 중심의 CEO 선임 시스템을 재

로 선임돼 경영지원부문장에 보임됐다. 권오준 사장은 1986년 입사해 EU사무소장,

구축했다. CEO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연임 의사를 이사회 의장에게 표명하도록 하

부터 기술총괄장으로 재임해 왔다.

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CEO 후보 발굴의 효율성과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CEO

기술연구소장을 거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원장으로 재임하다가 2011년 3월
2013년 3월 22일에는 박기홍 사장과 김준식 사장이 취임했다. 박기홍 사장은 포스

코경영연구소(POSRI)로 입사해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06년 포스코로 옮겨 경

영기획실장, 미래성장전략실장, 경영전략실장을 역임하고 성장투자사업부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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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경영 리더십 확보 및 조직 안정

후보추천위원회와는 별도로 승계 카운슬을 신설했다. 승계 카운슬은 CEO 승계 시

CEO 후보 발굴과 관찰 역할을, CEO후보추천위원회는 CEO 후보자격 심사와 이사
회 추천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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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2011년에는 홍보실, 사회공헌실, 대외협력실로 구성된 CR본부와 원료본부를 신설

했다. 또 내부거래 안건을 복수의 전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이사회운영규정을 개정

했다. 2013년 3월에는 총괄 명칭을 조정해 전략기획총괄은 기획재무부문으로, 기술

규모를 12인(사내 5인, 사외 7인)으로 축소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해 에너지·조선·강건재·전기전자·자동차소재 등 산업별 판매체제를 구

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역할 및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어 2012년에는 이사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별 간담회를 도입했다.
2. 성장·고객·기술 지향 조직 구축

총괄은 기술부문으로 변경했으며, 6월에는 마케팅본부 조직을 제품 중심에서 고객
축했다.

포스코는 2009년 2월 CEO 직속으로 미래성장전략실을 신설하고 글로벌 초일류기업

3절 업의 진화, 장의 확대, 동의 혁신 선언

범포스코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

1. 포스코 3.0과 비전 2020

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성장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했다. 또 환경경영을
해 녹색성장추진사무국을 설치했다.

기획재무부문은 경영기획 기능이 CEO 직속으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을 재무투자

부문으로 변경했다. 전략사업실을 신설해 미래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역량을 제고
하고, 기존의 투자사업실은 철강 투자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면서 해외 프로젝트를 체
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했다.

경영지원부문은 기존의 경영혁신실·정보기획실·인력자원실을 글로벌HR실·노무외

주실·프로세스혁신실로 재편했다. 글로벌HR실은 조직·문화·직원 역량의 글로벌화를
이루고 범포스코 차원의 HR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으며, 프로세스혁신실

은 프로세스 혁신과 6시그마의 연계를 강화해 혁신성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포스코는 2009년 3월 창립기념식에서 ‘업(業)의 진화, 장(場)의 확대, 동(動)의 혁신’을
선언하고, 100년 기업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는 전략을 선포했다. 포스코가 창업단

계에서 수성단계를 지나 새롭게 도약하는 포스코 3.0 시대를 맞아 △기존 철강 중심
에서 소재·녹색·해양 등의 신사업과, 건설·ICT·에너지 등으로 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 활동의 무대를 국내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며 △그룹경영 본격화

를 위해 패밀리 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그룹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한편, 다양성이 바
탕이 된 개방적 기업문화 창출을 실현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는 것이었다.

포스코는 업·장·동 전략을 기반으로 포스코 3.0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 1월에는 업
그레이드한 ‘포스코 그룹 비전 2018’을 발표했다.

2010년 말에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등 내외부

생산기술부문은 구매지원센터를 신설해 그룹 차원의 구매전략 수립과 함께 국내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도전 목표인 ‘포스코패

외 그룹사에 대한 구매지원을 강화했으며, 기술연구소는 연구 관련 조직을 증편하면

밀리 비전 2020’을 수립했다. 비전 2020은 2020년

서 기술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했다.

까지 그룹 매출액 200조 원을 달성한다는 경영 목

2010년 2월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패밀리 차원의 동반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표와 함께 기존 ‘업의 진화, 장의 확대, 동의 혁신’

5개 기능별 부문제를 3개 총괄 스태프와 3개 사업부문별 책임경영 체제로 개편했다.

외에 ‘인(人)의 성장’ 전략을 추가해 직원들을 초우

3개 사업부문은 창사 이래 최초로 마케팅과 생산(제철소) 부문을 통합한 탄소강사
업부문, 성장투자사업부문, 스테인리스사업부문으로 재편하고, 3개 총괄은 전략기
획총괄, 기술총괄, 경영지원총괄로 재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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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기업에 걸맞은 통섭형 지식근로자로 성장시킨
창립 41주년 기념식에서 업·장·동 전략을 선포하는 정준양 회장(2009. 3. 31)

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업의 진화는 철강본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종
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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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소재 메이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철강과 연관된 건설·에너지 등 밸류체인상의

사에도 통합 CI와 디자인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포스코그룹의 일원임을 명확히 알

대 시드(Seed)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것이었다. △장의 확대는 유라시아(U

랜드의 올바른 사용과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

기반 사업을 육성하며, 산업재편 기회 선점을 위해 그룹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차세

지역)와 미주(I 지역)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하공정에 집중하는 철강 중심의 통합

수 있게 했다. 또 포스코 브랜드를 사용하는 그룹사와 브랜드 사용협약을 체결해 브

전략으로 글로벌 철강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 시

3. 가치경영 원년 선포

었다. △동의 혁신을 위해서는 포스코 중심형 기업 체제에서 글로벌 이해관계자와의

‘가격경쟁’이 아니라 ‘가치경쟁’을 통해 시장 리더십과 수익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의

베리아 등에서 자원 개발과 엔터프라이즈 세일즈 중심의 신영역을 개척한다는 것이

상생경영을 추구하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패밀리 경영체제를 확립하며 △인의 성

장을 위해서는 개인 비전의 실현을 지원해 회사와 직원 간 동반성장을 추구해 나가
기로 했다.

포스코는 ‘업, 장, 동, 인’ 전략으로 혁신과 그룹사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 패밀리 비

전이 달성되는 2020년에는 매출 200조 원의 글로벌 리더, 글로벌 100대 기업과 모든

포스코는 2013년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가치경영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미였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철강 공급과잉 구조 속에서 포스코 패밀리의 중심축인
철강사업 부문은 국내외에서 사활을 건 치킨게임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인프라·무

역·E&C·에너지 등 비철강사업 부문도 극한의 시련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
고 있었다.

가치경쟁은 ‘고객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경쟁전략으로서 고객이 직면한 문제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체감 가치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2. 통합 브랜드 전략 추진

체인을 강화하며 고객가치경영(Customer Value Management)으로 승화시켜 나간

포스코는 2010년 4월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그룹 차원의 브랜드 관리체계를 정립

하고, 브랜드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그룹 차원의 통합 CI(Corporate

포스코형 EVI, 고객성공 전략, 필드영업과 감성 마케팅 등을 고도화해 고객의 밸류
다는 전략이었다.

가치경쟁을 실현할 혁신경영을 위해 스마트워크플레이스(Smart Workplace)를 기

Identity)를 도입해 그룹사 간 경영 시너지를 높이고, 브랜드 자산가치를 지속적으로

반으로 업무 프로세스, 일하는 방식, 구성원의 사고방식 등을 변화시키는 소프트웨

브랜드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심의·의결기구로 브랜드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쟁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 부문에서는 차별화된 독점적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고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위해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상설 실무조직인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가 되도록 했다.

포스코는 그룹 브랜드 아이덴티티(BI : Brand Identity)를 ‘신뢰(Trust)’로 정하고,

‘신뢰로 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갑니다’를 브랜드 비전으로 정립해 그룹 전 임직원이 공

어 혁신을 추진해 역동적인 조직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본원 경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고유 제품을 개발하고, 파이넥스 등 고유 혁신기술을 글
로벌 신시장 진출의 솔루션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본격화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특

유하도록 했다. 포스코가 지향하는 브랜드 핵심가치는 상생(Co-prosperous)의 철학

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등 전략지역에서 새로 가동될 현지법인의 리

는 창조를 자극(Inspiring)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의 풍요(Enriching)로운 삶을 누

원의 현지 지원 최적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임직원이 주인의식

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발전의 근간(Fundamental)이 됨으로써 고객들의 끊임없
릴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포스코는 BI와 브랜드 비전을 근간으로 2010년 5월 그룹 통합 CI를 도입하고,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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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재 메이커로 도약 추구

연연속 냉연설비를 신설했다.

2010년 1월에는 고급 가전제품과 자동차강판용 고급 표면처리강판인 흑색수지강

판 단독 생산설비로 합리화한 포항 1EGL을 가동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포항 4고로

2차 개수를 통해 내용적을 세계 최대 규모인 5600m 로 늘리고 연간 531만 톤의 쇳
3

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연간 280만 톤 규모의 슬래브 생산이

가능한 포항 2연주공장 2연주기 합리화 사업을 준공했다. 포항 2연주공장 합리화는
2011년 3월의 포항 1연주공장 생산 중단에 대비한 것이었다.

2011년 3월에는 연산 465만 톤 규모의 포항 3제강공장과 연산 200만 톤 규모의 광

양 후판공장을 준공했다. 광양 후판공장 준공으로 연산 7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

1절 철강본업 고도화

함으로써 종전에 550만 톤으로 세계 최대였던 일본 JFE스틸을 따돌리고 세계 최대

1. 국내 조강 4000만 톤 체제 및 제품 고부가가치화 실현

포스코는 국내 조강 4000만 톤 생산체제 구축을 목표로 광양 후판공장, 포항 신제
강공장 등의 설비 확충과 광양 4고로 개수 등 기존 설비의 능력 증강을 추진했다. 또
고급 전기강판 능력 증강, 하이밀 전기로 합리화 및 CEM(Compact Endless Cast &

후판 생산능력을 갖춘 철강사로 거듭났다. 특히 세계 최대인 5300mm 초광폭 후판

생산이 가능해 조선과 중공업, 강관 등 수요산업의 소재 부족난을 해소하고, 고객사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됐다. 같은 시기에 연산 744만 톤 규모의 광양 5소결설비
를 준공했다.

6월에는 세계 최초로 연산 20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3공장을 착공해 미래 성장기

Rolling Mill) 프로세스 개발 등을 통해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했다.

반을 공고히 했다. 7월에는 광양 후판공장 열처리로를 준공하고 소준재(燒準材) 상

연도금강판 제조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2위 수준의 고급 LCD TV용 내지문 제

산업 및 플랜트 분야에 쓰이는 고부가가치강 생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8월에는

2009년 1월 포항에 2EGL(전기아연도금설비)을 준공하고 연산 130만 톤의 전기아

품 공급사로 발돋움했다. 2EGL은 LCD·PDP 등 신영상가전 사업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와 LCD 제조업체의 글로벌 사업확대 추진 전략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한 내지문 제품 전문 생산설비로 신설됐다.

4월에는 멕시코 CGL 준공 등 자동차강판 수요 증가에 대처해 중간 소재인 풀하

드(Full Hard)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광양 2냉연 PCM 능력증강 사업을 준공

했고, 5월에는 포항의 방향성 전기강판(HGO) 생산능력을 17만 톤에서 25만 톤으로
증강했다. 7월에는 광양 4고로를 내용적 5500m 로 개수해 세계 최초로 단일 고로
3

업생산을 시작했다. 이로써 국내 후판시장의 열처리재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에너지

광양 1EGL 합리화 공사를 완료하고 후도금 자동차강판과 가전용 고급 내지문강판
생산을 시작했으며, 포항 1냉연공장 2RCL(Recoiling Line) 준공으로 초극박 고강도
용기용 소재인 DR-BP(Double Reduction-Black Plate, 재압연 석도원판)재를 증산

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기반도 확충했다. 12월에는 조업기술 개발 및 합리화
투자에 따른 생산능력 증가에 대응해 연산 230만 톤 규모의 광양 5코크스설비를 종
합 준공했다.

2012년 4월에는 포항에 연산 75만 톤 규모의 CGL과 연산 17만 톤 규모의 PGL을

연산 5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2대기 조업에 돌입했다. 연산 500만 톤은 국내

신설했다. 신설 CGL은 포스코가 자체 개발한 친환경·저원가 기술을 적용해 품질이

내외 400계 제품 수요 증가와 중국산 제품의 수출 공세에 대응해 포항에 스테인리스

항 2열연공장의 연연속 열연제품을 활용하고, 기존 PGL과 차별화된 도금기술을 적

자동차산업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철강재 총량과 같은 규모에 해당된다. 8월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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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고품질 저원가의 열연아연도금강판(HGI)과 산세강판(PO)을 생산했다.

2013년 5월에는 연산 70만 톤 규모의 포항 4선재공장을 준공해 세계 3위권인 연산

280만 톤 생산체제를 갖추고, 중국 철강사들이 생산하기 어려운 초고강도 스프링강,
심해개발용 고강도 와이어 등 차별화된 고급 선재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연간 270억 원의 수입대체에 기여했다.

또 혁신 공정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2009년 ‘궁즉통 공정기술’ 제도를 도입했다. 이

는 특허제도와는 별도로 현장 적용을 통해 재무성과 개선 효과를 인정받은 우수한
공정기술을 관리하는 제도였다. 2009년 저가 연원료 증사용기술, Scumless 냉간압
연기술 등 141건의 궁즉통 공정기술을 개발했다.

2009년 10월에는 단위 면적(1mm )당 1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980MPa급
2

6월에는 광양 1고로를 내용적 6000m 규모로 개수해 3대기 조업에 들어갔다. 광

초고장력강인 산세강판 개발에 성공해 ‘기가스틸(Giga Steel)’ 시대를 열었다. 산세강

로 재탄생했다. 특히 광양 1고로에는 포항공대·RIST 등과 산학연 협력으로 고로 노

추세에 맞춰 개발한 제품으로, DP(Dual Phase)강과 FB(Ferrite Bainite)강 2종류이

3

양 1고로는 기존 5800m 규모였던 중국 사강그룹의 1고로를 제치고 세계 최대 고로
3

체 손상을 줄여주는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개발 적용해 고로 수명을 연장했고, 출선
비를 높이는 고산소부하 조업기술 적용과 환원가스 사용효율 증대를 통한 연료비 절

감으로 원가절감과 환경친화형 제철공정을 실현했다. 7월에는 탄소강을 생산하던 포
항 1제강공장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외 설비를 업그레이드해 연산 70만 톤 규모

의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을 준공했다. 특히 그동안 전기로에서 고철을 용해해 스테
인리스강을 생산하던 방식을, 고로에서 생산한 용선으로 400계 스테인리스강을 생
산하는 방식으로 바꿔 고청정 스테인리스강을 생산하게 됐다.
2. 월드프리미엄 제품 개발 가속화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는 지속적으로 침체상태에서 벗어
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철강 공급과잉 상황이 도래했다.

포스코는 장기화되는 위기에 대응해 철강 본원경쟁력 강화로 최고의 수익성을 확

판은 세계적으로 자동차 연비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품 경량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다. DP강은 가공성이 좋고 가공 후 내구성이 우수해 자동차의 토션빔액슬(Torsion

Beam Axle, 바퀴 구동축) 같은 부품에 적합하며, FB강은 가공 후 구멍을 확장하기
에 좋아 휠디스크(Wheel Disk) 등의 부품에 사용할 수 있다.

2011년에는 33개의 신강종을 개발했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초로 자외선으로 표면

을 코팅하는 고광택강판 POSCOTE-UV와 LED TV용 방열강판 POSCOTE-RH를
개발하고 양산체제를 갖췄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다국적 오일 메이저 기업 쉘(Shell)에

해양구조용 후판을 단독 공급하게 됐다. 해양플랜트용 강재는 가혹한 해양환경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엄격한 안전기준과 까다로운 품질 조건을 요구했

다. 따라서 오일 메이저 기업이 후판 장기공급 권한을 특정 기업에만 부여한 것은 매
우 이례적인 일로서, 포스코의 기술력과 품질수준, 가격 경쟁력, 프로젝트 대응능력,

R&D 수행역량 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
결과였다.

보하기 위해 월드프리미엄(WP : World Premium)제품의 개발과 판매를 확대했다.

2012년에는 128종의 신제품을 개발해 시장 수

WP는 포스코 고유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개발 중인 제품 또는 개발을 마
치고 상용화된 세계 유일의 제품인 월드퍼스트(WF : World First), 세계 톱3 수준

요를 창출하고, 신규 철강 공정기술을 통해 생산

Best), WF나 WB는 아니지만 고객의 선호도가 높아 최근 1년간 영업이익률이 같은

5년 만에 세계 최초로 납 성분이 없어 환경친화적

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도모했다. 특히 개발 착수

의 기술성과 경제성을 모두 인정받은 경쟁력 있는 제품인 월드베스트(WB : World

이면서도 가공성은 우수한 비스무스(Bi) 쾌삭강

품종 내에서도 일정 비율을 넘는 제품인 월드모스트(WM : World Most)를 아우

르는 개념으로, 고객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객에게 고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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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해양구조용강으로 제작한 해양 플랜트

양산에 들어갔다. 쾌삭강이란 고강도이면서 깎거

나 자르기 쉬운 원형 형태의 가늘고 긴 선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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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종류이다. 같은 해 3월에는 전기자동차용 철강 차체(PBC-EV : POSCO Body
Concept-Electric Vehicle) 개발에 성공했다. 제품 고부가가치화와 자동차 산업의 미
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이후 2년 만

에 거둔 성과였다. PBC-EV는 일반 차체보다 초고강도강(UHSS) 사용량을 40% 이
상 늘리고, 핫프레스포밍(HPF) 등 최첨단 공법을 적용했다.
3. 솔루션마케팅 추진

2009년부터 국내외에서 고객 맞춤형 기술 서비스와 솔루션마케팅을 추진했다. 특
히 글로벌 자동차제조사에 강종 개발부터 부품 적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스코형 EVI(Early Vendor Involvement) 활동을 전 제

품으로 확산시켰다. 가전사와 LCD TV 백커버용 흑색수지 강판을 공동 개발했으
며, 풍력타워용 강재 개발을 위한 후판고객사 전담팀을 조선, 해양, 건설, 압력용기,

미국 휴스턴
세계해양기술박람회에
5개 출자사와 함께
설치한 통합부스(2013. 5)

강관, 산업기계 등 6개 수요산업으로 확대시켰다. 자동차제조사 코스트 세이빙 프

가 자체 개발한 PBC-EV와 고급강이 적용된 자동차 부품을 전시해 자동차강판 기술

공급했다.

영하면서 AHSS·HPF강 등 총 6개 테마의 기술 세미나를 병행 실시해, 상하이GM 및

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가동해 폴크스바겐과 현대자동차에 저원가 친환경 신강종을
2010년 11월에는 2008년부터 자동차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개최하던 글로벌

EVI 포럼을 자동차, 가전, 조선, 에너지, 건설, 중장비 등 전 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력을 홍보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상하이GM에서 19개의 자동차 소재 전시코너를 운
관련 부품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에너지강재 분야에서는 2013년 5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해양기술박람회

확대했다. EVI 포럼에는 토요타, 소니, 엑슨모빌, 캐터필라 등 430여 개의 글로벌 고

에 포스코건설, 포스코플랜텍 등과 함께 포스코패밀리 통합부스를 설치해 에너

급, 공동기술 개발 등 30여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Procurement, Construction)사들과 기술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객사 관계자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기간 중 국내외 주요 고객사와 장기소재 공
제품의 우수성과 이용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글로벌 고객사가 위치한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했다. 2009년 10월 토요타자동차에서 자동차소재 전시회
를 개최했고, 2010년 5월에는 스즈키, 닛산, 혼다 등 일본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기
술전시회인 ‘포스코 테크데이(POSCO Tech Day)’를 개최했다. 2011년 11월에는 르

지강재와 특화된 솔루션을 전시함은 물론 글로벌 오일메이저, EPC(Engineering,

기전자·전기강판 분야에서는 2013년 9월 일본 핵심 고객사인 소니와 히타치 본사에
서 테크데이를 열어 신제품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제품설계 단계에 반영하기 위한 기
술협의를 했다.

한편 해외 밀과의 시장 확보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중동 등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노, 피아트 등 유럽지역의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테크데이를 개최했다. 포스코는

위해 철강 다소비 지역을 중심으로 가공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EVI 활동과

수 있도록 했다.

공장), 말레이시아(POSCO-MKPC 2공장)에 잇달아 가공센터를 증설했다. 2010년에

기술전시회를 정례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강의 판매 확대와 수익력 제고로 이어질

2013년 4월 미국의 빅3 자동차제조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 본사에서 포스코

404

포스코 50년 통사

솔루션마케팅을 추진했다. 2009년 인도(POSCO-IPPC 2공장), 태국(POSCO-TBPC 3

도 인도 첸나이에 자동차강판 가공센터(POSCO-ICPC)를 가동하고, 베트남에 가공
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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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POSCO-VHPC 2공장)를 준공했다.

재편하고, 패밀리의 전 역량을 집중해 나갔다.

공센터를 준공하고, 해외 최초로 중국 다롄에 후판 가공센터(POSCO-CDPPC)를 가

2. 소재사업 확대

가동했다. 2013년에는 인도에 전기강판·자동차강판 가공센터(POSCO-IDPC 2공장)

역량을 기반으로 에너지저장 소재인 리튬과 니켈, 경량 소재인 마그네슘과 티타늄

2011년에는 중국 톈진(POSCO-CTPC)과 옌타이(POSCO-CYPC)에 자동차강판 가

동했다. 2012년에는 인도(POSCO-IPPC 2공장)와 중국(POSCO-CJPC)에 가공센터를
를 준공했으며, 태국에 스테인리스 가공센터(POS-TSPC)를 가동했다.

이와 함께 2013년 GOC(Global Optimization Center)와 GTC(Global

Technology Center)를 신설해 글로벌 통합 마케팅 체제를 구축하고, 고수익 지역
및 산업을 솔루션마케팅의 타깃으로 설정해 판매 확대를 추진했다.

2절 소재 및 에너지 사업 확대

포스코는 종합소재 글로벌 리더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철강 기반 탄소소재 생산
등 친환경 소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갔다.
리튬

포스코는 2010년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염수

(鹽水) 리튬 추출기술 개발에 착수하면서 리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10년 3월

RIST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탄산리튬 제조기술 개

발 사업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8월 화학반응을 이용한 리튬 직접추출 기술을 개발
한 후 상용화를 위한 파일럿스케일(Pilot Scale) 연구에 착수했다. 2011년 8월부터
RIST에 연산 2톤급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해 핵심 단위기술을 개발했다.

2012년 2월에는 RIST에서 리튬 직접추출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고, 볼리비아 우유

1. 녹색성장 전략

니(Uyuni) 염호의 염수에서 리튬 직접 추출을 시연했다. 기존 자연증발 방식은 리튬

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2012년 4월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

개발한 기술은 1개월 이내 최소 8시간 만에 리튬 추출이 가능하고, 염수에 녹아 있

포스코는 2009년 이후 저탄소 녹색산업과 해양산업에서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기 위
을(Making a better World with Dreams and Hope, Materials and Energy)!’이
라는 비전 2020 슬로건을 선포하고, 좋은 제품과 서비스, 기업시민의식, 이해관계자

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이윤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인류사회의 공존과 번영에 기여
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비전 2020의 ‘글로벌 100대 기업,
매출 200조 원’이라는 정량적 목표에 정성적 목표를 추가한 것이었다.

포스코가 소재와 에너지 사업에 집중한 것은 두 분야가 철강사업과 마찬가지로 인

류 생존과 번영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산업이자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

추출기간이 12개월이나 걸렸고, 리튬 회수율이 최대 50%에 그쳤다. 반면 포스코가

는 마그네슘과 칼슘 분리 추출도 가능해 고순도 리튬 회수율이 80%에 달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적은 양의 염수

를 이용해도 기존 공법과 동일한 양의 리튬 추출이 가능한 기술이었다. 포스코는 이
를 기반으로 2013년 1월 칠레 마리쿤가(Maricunga) 염호와 2014년 1월 아르헨티나
포주엘로스(Pozuelos) 염호에 연산 20톤급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해 상업화를 위한
실증연구를 진행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차전지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사업화에 적극 나섰다. 2010년 9

이기 때문이었다. 제철보국의 사명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소재와 에너지 분야에서 새

월 포스코켐텍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인 천연흑연계 음극재 제조사업에 진출해, 2013

신화를 만들기 위해 패밀리 차원에서 힘을 쏟기로 한 것이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음극재를 국산화했다. 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을 겨냥해

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인류사회와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제2의 철강
이에 따라 철강, 종합소재, 에너지를 3대 전략사업으로 설정하고, 기존 핵심(Core)·성

장(Growth)·시드(Seed) 등 3대 사업영역을 철강·소재·에너지·신수종 등 4대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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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까지 이차전지 음극재 생산 규모를 국내 최대인 연산 2000톤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소재 전문기업 휘닉스소재와 제휴해 2012년 3월 포스코ESM을 설립하고 리
튬망간산화물(LMO) 양극재 판매를 시작했다. 포스코ESM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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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재와 금속계 음극재를 생산하며, 연산 2000톤

판재공장을 준공한 이후 생산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2010년 9월 국책사업

이와 함께 2012년 제철 부산물을 이용한 LMO

램 가운데 자동차 등 수송기기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광

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인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WPM : World Premium Material) 개발 프로그

양극재 제조기술, 2013년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폭 마그네슘 판재 개발을 가속화해 두께 6mm, 폭 2000mm의 광폭 마그네슘 주조

공정비를 절감한 건식 LMO 제조공정과 세계 수

코일 생산에 성공했다.

준의 고용량 니켈망간코발트(NMC) 계열 양극재
제조기술을 개발했고, 음극재는 기존 천연흑연계

음극재의 성능 개선을 통해 고객군을 넓혀 나갔으
며, 인조흑연 및 Si-Graphite 복합 음극재 상용화

2012년 7월 연산 1만 톤 규모의 광폭(2000mm) 마그네슘 주조공장을 준공했다.

포스코ESM 설립(2012. 3. 9)

를 위한 연구도 진행했다.

니켈 니켈사업은 스테인리스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6년 5월 니켈 광산회사

NMC와 니켈 제련회사 SNNC를 설립함으로써 본격화했다. 이후 니켈 광산 개발사

용권과 니켈 광석 수출권을 확보했고, 2008년 11월 연산 3만 톤 규모의 페로니켈공
장을 준공했다. 2011년 8월에는 니켈 생산능력을 연산 5만 4000톤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2013년 8월 2기 능력증강사업에 착수했다.

한편 RIST는 자체적으로 산업부산물에서 니켈을 회수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2007년 니켈 습식회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2009년 1월 페로니켈 압출재 공장을

같은 해 11월에는 트윈롤 스트립캐스팅(Twin Roll Strip Casting)법을 이용해 폭

1800mm의 광폭 판재 주조기술을 개발하고, 순천 마그네슘 판재공장에 광폭 마
그네슘 판재 스트립캐스팅 설비를 설치했다. 이를 기반으로 자동차 차체 적용을

위한 판재 압연기술 및 부품 응용기술을 개발해 2014년 르노의 콘셉트카 이오랩
(EORAB)의 지붕재와 르노삼성의 신형 SM7 내장재로 사용된 데 이어 2015년에는
포르쉐의 프리미엄 스포츠카인 신형 911 GT3 RS의 지붕재로 적용됐다.

티타늄 티타늄은 가벼우면서도 부식에 강하고 강도가 높아 항공기 엔진이나 프레

임, 화학 플랜트, 원자력 발전, 담수 설비 등에 소요되는 고급 소재이다. 가격이 일

반 철강재보다 20배 이상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이지만,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

포스코는 2008년 3월 포항 열연공장과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의 설비를 활용해 티

가동해 페로니켈 펠릿을 스테인리스 제강 원료로 공급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는

타늄 판재 생산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2010년 7월 국내 최초로 티타늄

제련 기술인 PosNEP(POSCO New nikel Extraction Process) 개발에 착수했다. 연

월 카자흐스탄의 티타늄스펀지 제조사인 UKTMP(Ust-Kamenogorsk Titanium

니켈 습식회수 기술을 기반으로 저품위 니켈광을 이용해 페로니켈을 제조하는 습식

간 10만 톤 이상의 니켈을 사용하는 포스코는 자급률 향상이 필요했고, 니켈 건식제
련에 사용되지 않는, 매장량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저품위 니켈광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1년 연산 150톤급 1단계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해 고순도 페로니켈을 제
조하는 핵심 단위공정 기술을 개발했고, 2013년에는 2단계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해

냉연제품 상업판매를 개시했다. 티타늄 판재 일관생산체제 구축을 위해 2010년 4

and Magnesium Plant)와 합작으로 티타늄 슬래브 생산회사 POSUK-Titanium
을 설립하고, 2011년 10월 카자흐스탄에 연산 6000톤 규모의 티타늄 슬래브 공장
을 착공했다.
RHF

포스코는 제철 부산물 재활용을 위해 2008년 2월 신일본제철과의 합작으로

주공정 연속조업 기술을 검증하는 한편, 철광석 등 부산물을 회수하는 공정기술을

PNR(POSCO-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를 설립해 2009년 11월 포항과 광

식제련 기술을 융합한 니켈 융·복합 제련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더스트와 슬러지를 이용해 포항 14만 톤, 광양 14만 톤 등 연간 28만 톤의 직접환원

개발했다. 포스코는 습식제련법에 기반한 PosNEP 기술을 개발한 이후 SNNC의 건
마그네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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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RHF(Rotary Hearth Furnace)공장을 준공했다. RHF공장은 제철 부산물인
철(HBI·DRI)을 생산하는 친환경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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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탄소 에너지사업 추진

포항에도 부생복합발전소 건설에 착수해 2013년 9

료화(RDF : Refuse Derived Fuel) 사업을 추진했다. 2007년 11월 부산시, 2008년

호기를 준공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월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2014년 7월에는 2

포스코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2007년부터 생활폐기물 연

2008년 12월 인천 LNG 복합발전 5·6호기를 착

5월 포항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09년 9월에는 사업을 담당할 포스코
E&E를 설립했다. 이어 2009년 11월 부산시의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 발전 사

공해 2011년 9월 준공했고, 2012년 12월 7~9호기

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부산 폐기물 연료화 발전시설을 착공해 2013년 11월 가

2014년 1월 인도네시아에 200MW급 부생복합발

를 착공해 2015년 4월 종합 준공했다. 해외에서는

업자로 확정됨에 따라 2010년 7월 부산E&E를 설립하고, 10월에는 시간당 25MW
동에 들어갔다.

연료전지 포스코파워를 통해 2007년부터 추진한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은 2008년 9

광양 부생복합발전소 1호기 준공(2010. 8. 30)

전소를 준공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08년 11월 강원도 횡성군

월 포항에 세계 최대인 50MW 규모의 BOP(Balance of Plant)공장을 준공하며 사

태기산 일대에 총발전용량 40MW급(2MW급 설비 20기) 풍력발전단지를 가동했다.

(Stack : 전기발생장치) 제조기술 인수계약을 체결해 연료전지 핵심 설비의 완전 국

권을 확보했다.

업을 본격화했다. 2009년 10월에는 연료전지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FCE와 스택

이를 통해 연간 6만 3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로 약 20억 원 수준의 탄소배출

산화 기반을 마련했고, 2011년 3월 포항에 스택제조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연료전지

스마트그리드 포스코ICT는 2009년 2월 제주시의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분야

2008년 12월에는 서울시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돼, 2009년 5월 서울 노원

2010년 10월에는 LG화학, 한국에너지기술원과 스마트그리드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국내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구에 2.4MW급 발전용 연료전지설비를 준공하고 11월 인천에 2.4MW급 발전용 연

료전지설비를 준공함으로써 사업화 기반을 확보했으며, 2012년 1월에는 서북병원,
어린이대공원에 100kW급 건물용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2월부터 본격 가동했다.

포스코파워는 2012년 2월 포스코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글로벌 종합에너

지기업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 2013년 4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
소인 58.8MW급 경기그린에너지를 준공하는 등 국내 총 20여 개소에 연료전지 발
전설비를 건설했다. 특히 서울시와 함께 원전 1기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10월 19.6MW급 서울 고덕그린에너지를 준공했으며, 2015년에는 한수원, 한국지역

난방공사, 서울도시가스 등과 함께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20MW급 노을그린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및 마이크로 그리드 운영 플랫폼 구축사업 주관 사업자로 선정됐다.
체결했다. 2011년 9월에는 제주 실증단지사업과 연계해 2MW급 리튬폴리머계열 배

터리 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하기도 했다. 2010년 5월에는 RIST와 공동으로 광양제

철소 산소공장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개념을 도입한 스마트 인더스트리 실증사
업을 추진하며 자체 개발한 스마트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시험 적용해, 같은 해 11월

산소공장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표준모델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이

를 기반으로 2012년 2월 LG산전과 스마트그리드 사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13년 4월에는 두산중공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수주했다. 또 2013년 11월에는 산
업통상자원부 주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SNG

SNG 사업은 2009년 7월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 스마트 프로젝트 중 청정에

발전설비를 착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16년 12월 상업운전을 개시

너지인 합성천연가스(SNG : Synthetic Natural Gas) 신공정 개발 및 설계기술 국산

부생복합 발전 국내 발전사업은 2010년 8월 광양에 부생복합발전소 1호기를 준공하

공정인 메탄 합성기술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해 2011년 6월 광양에 SNG

했다.

고, 같은 해 12월에는 2호기를 준공해 시간당 28만 4000kW를 생산했다.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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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프로젝트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2010년 12월 SNG 플랜트의 핵심

실증 플랜트를 착공했다. 또 2014년 4월에는 SNG사업을 담당할 포스코그린가스텍
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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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립했다.

SNG는 저가의 석탄을 고온 고압에서 가스로 만들어 정제공정과 메탄 합성공정을

거쳐 천연가스와 동일한 성분으로 만든 청정연료로서, 포스코는 핵심 공정 가운데
하나인 메탄 합성 신공정을 개발했다. 포스코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 메탄 합성기술

과 비교해 설비가 간단하고 열효율이 우수하며 메탄 합성의 핵심인 촉매기술의 효율

성을 높여 비용 절감 효과도 컸다. 하지만 국제 유가 및 LNG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6년 2월 포스코그린가스텍을 흡수 합
병하고, 광양제철소 내 가스공급시설로 사업목적을 변경했다.

3절 패밀리사 동반성장 추진
1. 그룹사 사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추진

포스코는 2009년부터 그룹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사 간 유사 분야를
통폐합해 중복되는 경영지원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인

대우인터내셔널 주식매매 계약 체결(2010. 8. 30)

수합병(M&A)을 추진했다.

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했다. 또 2012년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공

권을 확보했다. 이미 세계 최초로 광석원료, 제련, 생산으로 이어지는 수직통합체제

했다.

2009년 7월 국내 4위의 스테인리스 냉연밀인 대한ST의 지분 65.1%를 인수해 경영

를 구축한 포스코는 대한ST 인수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공급과잉 시장 구조조정을

항통신과 운항통신 등 통신 인프라 전체를 운영하면서 관련 사업의 노하우를 확보
E&C 부문의 사업영역 확대와 사업군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2010년 1월 포항제철

도모했다. 대한ST는 포스코AST로 사명을 변경하고 포스코패밀리의 일원으로 새롭

소와 광양제철소의 정비업무를 담당하던 포철산기와 포철기연을 통합해 포스코플

틸을 인수했다.

진지오텍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화력발전 플랜트에 특화됐던 포스코건설이 다양한

게 출발했다. 또 2010년 10월에는 부산지역의 스테인리스 가공 및 유통업체인 NK스

2010년 1월 IT 서비스 부문의 포스데이타와 엔지니어링 및 자동화 부문의 포스콘

을 합병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IT서비스를 3대 핵심사업으로 하는 포
스코ICT를 출범시켰다. 포스코ICT는 기존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IT서
비스 외에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성장 사업을 위한 기반 확보에 주력해 전기자동차,

스마트 원자로, LED 등 그룹 차원의 시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2012년에는 충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포스코의 핵심 시스템인 포스피아 3.0을 안정적으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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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텍을 출범시켰다. 같은 해 6월에는 석유화학 플랜트 및 오일샌드 모듈에 특화된 성

플랜트 건설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8년 인수한 대우엔지니어링
및 포스코플랜텍과 함께 플랜트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 인도까지의 일괄 공정체제

를 갖췄다. 2013년 7월에는 포스코플랜텍과 성진지오텍을 통합해 플랜트 설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2010년 10월에는 대우인터내셔널(2016년 3월 포스코대우로 사명 변경)을 인수함으

로써 미개척 시장 중심의 글로벌 판매채널을 확대해 철강본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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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사와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도모했다.

3. 철강 및 물류 부문 그룹사 성장 발판 마련

년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검토했고, 2011년 6월 대한통운 인수를 추진했다. 대한통

신, 원가절감 등의 노력으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갔다. 2009년에는 전량

한편 물류 부문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업체 인수도 추진했다. 2009

운 인수전은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시장 예측가를 크게
웃도는 인수가를 제시한 CJ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2. 사업군 간 협력체제 구축과 시너지 창출

포스코특수강은 국내외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와 공정기술의 혁

수입에 의존하던 코일형 특수철근의 국산화에 성공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강화도
교동연륙교 공사에 60톤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 건설업계에 제품을 공급
했다.

2010년 4월에는 국내 특수강 업계 최초로 조강 생산 1500만 톤을 기록했으며, 미

포스코는 2010년 전략기획총괄과 성장투자사업부문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등을 통

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단계 합리화 투자사업을 단행했다. 2010년 6월 신제강공

개발이 주력 사업인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는 사업군 간 협력체제 구축의 기폭제가 됐

하고 연간 조강생산 능력을 120만 톤, 제품 생산능력을 100만 톤으로 늘렸다. 2010년

한 미래성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패밀리경영을 본격 추진했다. 특히 무역과 자원
다. 대우인터내셔널의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는 포스코와 그룹사의 사업영역 확대로

이어졌으며 철강 비즈니스, 신소재 시장 개척 및 판매, 대형 복합 프로젝트 공동 수
주, 해외 자원 및 에너지 개발, 희귀금속 및 원전 사업을 위한 우라늄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만들어 나갔다.

철강 부문에서는 원재료 확보에서 판매에 이르는 수직적 사업구조를 구축했다. 즉

대우인터내셔널이 해외 철강 관련 자원을 개발하고, 포스코엠텍은 합금철, 비철류

장 신설, 8월 대형압연공장과 가공공장 합리화 사업에 착수해 2012년 5월 종합 준공
11월에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공동으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초전도 도체 조관용 튜브를 개발해 2011
년 7월까지 22톤 전량을 공급했다. 이 기술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것

으로, 제품 양산에 성공함으로써 핵융합 발전용 소재 생산 노하우를 확보함은 물론
해외 프로젝트 소재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2011년 2월에는 국내 최초로 5.0파이 스테인리스선재의 상업생산에 성공해, 수

등 부원료를 공급하며, 포스코가 이를 원료로 철강제품을 생산하면 다시 대우인터

요산업의 제조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2012년 1월에는 티타늄 무계

매 등을 담당해 협력체제를 강화했다.

(Round Billet) 생산에도 성공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수강 전문 메이커로

내셔널이 판매를 맡는 방식이었다. 여기에 포스코강판은 표면처리 강판의 생산과 판
대표적인 사례인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건설사업에는 포스코와 함께 그룹사들의

건설, 발전, 정보기술 등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했다. 포스코는 일관제철소 조업과 기

술을 담당했고, 포스코건설은 제선·제강·후판공장 등 일관제철소 종합 엔지니어링과

목강관·강봉을 개발해 초도 출하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국내 최초로 라운드빌릿
성장해 나갔다. 2012년 6월에는 베트남에 연산 100만 톤 규모의 형강·철근공장을 착
공했다.

포스코강판은 미래 성장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추진해 2009

건설을 총괄했으며, 포스코에너지는 기력발전소 건설, 포스코ICT는 EIC 엔지니어링

년 3월 도금공정의 핵심기술인 약산화법(Pre Oxidation)을 확보했다. 약산화법은 도

각각 담당했다. 또 포스코엠텍은 알루미늄탈산제 공장을 건설하고, 대우인터내셔널

내변색성·부식저항성을 두루 갖춘 용융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도금강판(AL-STS)을

및 IT통합 시스템 공급, 포스코켐텍은 석회소성로 및 화성부산물 처리 설비 공급을

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철강재의 해외 수출 및 내수판매를 지원하고 현지 신
규 자원개발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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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표면에 산화처리를 하는 기술로서, 이를 통해 기존 스테인리스에 비해 내식성·
개발하고, 양산에 들어갔다. AL-STS 제조기술은 2009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동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주력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고 프로덕트믹스를 강화하기 위해 알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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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도금강판(ALCOSTA) 생산능력을 45만 톤으

다. 2009년 페루 복합화력발전소 수주에 이어 2010

ALCOSTA, AL-STS, 후물 AL강판 등에서 차별화

플랜트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다. 2010년 5월에는

로 확장하고, 기술연구소도 개소했다. 이에 힘입어

년 칠레 석탄화력발전소 준공으로 중남미 에너지

된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

송도사옥을 준공하고 송도시대를 개막했다. 이어

2013년 10월에는 미얀마에 알루미늄 도금강판 공

2011년 12월에는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에서 수주

장을 착공했다. 한편 2013년에 ALCOSTA가 지식
경제부의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철강 가공 및 유통 전문회사인 포스틸은 2009

년부터 그룹사가 사용하는 철스크랩의 안정적인

한 단일 제철 플랜트 공사로는 최대 규모인 43억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포스코강판의 알루미늄도금강판 ALCOSTA
(2013. 12. 19)

E&C 부문 시너지경영 협의체 전략위원회(2011. 7)

4000만 달러의 브라질 일관제철소 공사 계약을 체
결했다.

2012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의 수주실적을 달성

공급을 위해 일본·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을 개시했으며, 수도권에 철스크랩 야드, 포

하며 국내 건설업계 수주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특히 해외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장을, 당진지역에는 강구조물 전문제작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국내 상사들이 진출

원을 해외에서 수주했다. 2012년 11월에는 폴란드 크라쿠프 생활폐기물 시설공사를

항에 철스크랩 가공공장을 설립했다. 2010년에는 포항에 이어 광양에 후판 용단공
하지 않은 러시아 극동지역 공략을 목표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2011년 3월에는 포스코P&S로 사명을 변경하고 철강과 비철 소재를 아우르는 글로
벌 소재 종합가공회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삼정P&A는 철강포장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로 도약하

기 위한 설비 개발에 매진해 2009년 철강포장 전자동화 설비를 개발했다. 2011년 3월
에는 포스코엠텍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고순도 알루미나 등 철강 부원료 사업과 폐

성장세를 보여 2010년 해외 수주금액인 4조 8976억 원보다 65% 늘어난 8조 926억

수주해 친환경 선진국가인 유럽으로부터 지난 30년간 수입에 의존해 왔던 소각플랜
트 설계 및 시공기술을 역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3년에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몽골, 호주 등 해외 신시장 개척을 활발히 전개한 결과 그룹

외 수주비중을 94%로 높였다. 그 결과 대외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국내 건
설사 수주 3위 및 국내 토목·환경 분야에서 턴키사업 1위를 차지했다.

포스코A&C는 2009년 골조와 마감재를 이용해 공장에서 주택을 사전 제작한 뒤

전자제품에서 귀금속과 희유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사업에 진출하는 등 철강소

현장에 이동, 배치하는 신개념 주택인 모듈러(Modular) 사업을 론칭했다. 디자인빌

2008년 포항 CTS 사업권을 인수한 포스코터미날은 해운시황의 침체에도 불구하

자인을 접목해 창의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창의놀이방

재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해 나갔다.

고 2009년 여수열병합발전, 중부발전 등과 연 108만 톤의 신규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2012년에는 CTS 처리물량 1000만 톤을 달성했다.
4. E&C 부문 사업영역 다각화

포스코건설은 2009년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최초의 주거시설인 더샵 퍼스트월드

를 준공한 데 이어 국제학교와 중앙공원까지 준공해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였다. 베

드 역량을 결집해 친환경 오피스빌딩인 포스타워를 건립했으며, 오피스 시설에 디
인 포레카를 시공했다. 2010년에는 청라국제업무타운 설계, 모듈러 바이크 스테이

션 시스템 건축, 포항·광양체육관 디자인 빌드 사업 등을 수주했으며, 2011년 인도네
시아 일관제철소 및 부대시설 CM사업을 수주했다. 2013년에는 모듈러 브랜드 뮤토

(MUTO)에 대한 공업화주택 인증을 받아 국내 모듈러 사업의 확대를 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도로사업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으로까지 확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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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업 네트워크 확대

로와 20만 톤 규모의 냉연설비를 증설해 스테인리스 일관생산 100만 톤 체제를 완성

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와 함께 스테인리스 조강생산 능력 300만 톤 규모
를 확보해 조강생산 340만 톤 규모의 아세리녹스에 이어 타이위안강철과 함께 세계
2위 메이커로 자리매김했다.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의 일관제철소 가동을 계기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를 연결하는 철강벨트를 완성하고,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해 명실상부한 세계 최
강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철강사로 성장해 나가기로 했다.
2. U&I 중심 글로벌 사업 구체화

1절 이머징마켓 공략 본격화

포스코는 철강 수요가 한정돼 있는 국내시장을 넘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삼기 위해 2009년부터 인도, 동남아, 중국, 미주 시장을 적극적

1. 해외 상공정 본격 가동

포스코는 2010년 9월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사인 크라카타우스틸과 합작법인 크라카

타우포스코(KRAKATAU-POSCO)를 설립하고, 동남아 지역 최초의 일관제철소 건
설을 추진했다. 2011년 7월 설비 공사에 착공해 2013년 12월 고로 화입식을 갖고 가

동을 개시했다.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는 제선, 제강, 후판 공정을 갖추고 연간 슬래

으로 공략했다. 2011년에는 종전에 추진 중이던 글로벌 사업 전략을 체계화하고, 향
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으로 ‘U&I 철강벨트’를 제시했다. 동유럽과 인도,

동남아, 중국을 아우르는 ‘U’축과 북미와 중미, 남미를 연결하는 ‘I’축을 잇는 철강벨
트를 구축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었다.

글로벌 자동차제조사의 각축장으로 부상하고 있던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2009년

브 180만 톤과 후판 120만 톤 등 300만 톤 생산체제를 갖췄다. 특히 인도네시아 일관

3월 포스코마하라슈트라(POSCO-Maharashtra)를 설립했다. 2012년 5월에는 연산

로써 해외제철소 건설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외국기술에 의존해서 제철소

공하는 등 급증하는 자동차 및 가전제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2011년 4월

제철소 건설사업에는 건설, 발전, 정보기술 등 각 분야의 그룹사 역량을 총결집함으
를 건설했던 포스코가 40년 만에 자체 역량으로

45만 톤 규모의 CGL을 준공했고, 2011년 11월 연간 180만 톤 규모의 냉연공장을 착
설립된 포스코ESI는 2013년 12월 연산 30만 톤 규모의 무방향성 전기강판공장을 준
공했다.

해외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한 것이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지역 냉연 및 스테인리스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

2011년 6월에는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이 중국

내 외국기업으로는 최초로 스테인리스 100만 톤

한 투자도 가속화했다. 2009년 9월에는 스테인리스 시장 선점을 위해 베트남의

년 연산 20만 톤 규모의 냉연공장 가동을 시작으

에는 연산 15만 톤 규모의 2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생산 규모를 연산 23만 5000톤으

ASC(Asian Stainless Company)를 인수해 POSCO-VST를 설립했으며, 2012년 3월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1999

로 늘렸다. 또 2009년 10월에는 베트남 붕따우성에 연산 120만 톤으로 동남아 지역

로 2006년 외국기업 최초로 중국 내에 상공정 설
비를 도입해 연산 80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스틸

메이커가 된 데 이어, 2011년 40만 톤 규모의 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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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카타우 일관제철소 준공식 후 첫 생산제품에 휘호를 하고 악수하는 정준양
회장과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2013. 12. 23)

최대 규모의 냉연공장을 준공했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기존 베트남 내 가공센터와
중국, 인도 등의 생산법인 및 SCM 기지와 함께 동남아 철강시장의 생산·판매 벨트를
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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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했다.

했다. 유럽 지역 첫 생산공장인 터키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준공으로 유럽 지역뿐만

녹스(Thainox)를 인수해 동남아 지역 최대 스테인

있는 거점을 마련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탈리아에 4만 톤 급 스테인리스 가공센터

2011년 9월에는 연산 24만 톤 규모의 태국 타이

아니라 향후 중동,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북아프리카 등 인접 국가로 진출할 수

리스 냉연제품 메이커로 부상했다. 2013년 5월 태

POSCO-ITPC를 가동했다.

국 촌부리주 아마타나콘 공단 내에 연산 5만 5000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가공센터 POS-TSPC를 준
공하고, 지역 내 고급 스테인리스 제품의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최적화된 고객 서비스 체제를 구축
했다. 한편 2010년 8월에는 태국 방콕에 베트남, 말

멕시코 CGL(2009. 8. 6 준공)

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와 인도 등 서남아

격 폭락을 경험하면서 전통적인 장기계약 대신 스팟 시장이 형성되는 등 급격한 변

스코사우스아시아(POSCO-South Asia)를 출범시

화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원료 메이저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자원보유국의

켰다.

자원민족주의 강화 추세가 가속화됐다.

중국시장은 범용성 강재의 공급 과잉에 적극 대

월 연산 45만 톤 규모의 자동차강판을 생산하는
광동포항 CGL을 준공했다. 이로써 그동안 광양제

1. 원료개발 투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철강 원료시장은 철강 수요의 급감과 가

지역 글로벌 철강네트워크 형성의 구심점이 될 포

응해 고급강을 생산한다는 전략에 따라 2013년 4

2절 해외 자원개발 투자 확대

포스코는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원료 자급률을 50%까지 높이기 위해

인도 CGL 준공(2012. 5. 28)

철소에서 생산해 POSCO-China와 11개 가공센터에서 가공·판매하던 체제에서 벗
어나 중국 내에서 고급 자동차강판을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최적화된 고객 서비
스 체제를 구축했다.

미주시장은 2009년 8월 멕시코에 해외 첫 자동차강판공장인 40만 톤 규모의 CGL

을 준공함으로써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북중미 지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

다. 2009년 11월에는 미국에 연산 27만 톤 규모의 강관공장을 준공했고, 2010년 9월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했다. 특히 철광석, 원료탄 등 대표적인 철강 원료 생산지
인 호주에 투자를 가속화했다. 2009년 7월 호주 철광석 광산업체 주피터(Jupiter)의

지분 16.7%를 인수했다. 2010년 1월에는 호주 필바라 지역에서 철광석 광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로이힐 홀딩스의 주식 인수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5월 광산개
발 프로젝트 중 최대인 약 1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2.5%를 인수했다. 로이힐
광산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점부터 매년 1000만 톤 이상의 철광석을 공급받게

돼 철광석 원료자급률을 현재 12.4%에서 30%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됐다.

2010년 7월에는 호주 광산개발회사인 코카투(Cockatoo)와 함께 서튼포레스트 석탄

에는 미국에 자동차강판 가공센터 POSCO-AAPC를 가동했다. 2013년 11월 멕시코

광산 지분 70%를 인수해 흄콜(Hume Coal)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포스코는 개발 초

2011년 8월에는 동국제강과 브라질 철광석회사 발레(Vale)가 추진하고 있는 제철소

노하우를 습득했고, 2013년 코카투가 보유한 지분 30%를 매입해 100% 지분을 확보

자동차강판 가공센터인 POSCO-MAPC와 POSCC-MPPC 3공장을 가동했다. 한편
건설 합작사업(CSP)에 지분 20%를 투자했다.

유럽지역은 2013년 8월 터키에 연산 20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냉연공장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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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단계에 있는 서튼포레스트 광산을 코카투와 공동 운영함으로써 광산 개발과 운영

했다. 같은 시기에 호주의 API(Australia Premium Iron) 철광석 광산 지분도 인수했
다. 포스코는 API 광산 지분 50%를 갖고 있는 미국 AMCI로부터 주식 49%를 인수함
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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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API 철광석 광산 지분 24.5%를 확보했으며,

4장

연간 980만 톤의 철광석을 공급받아 철광석 자급

일하는 방식의 혁신

률을 18%에서 34%로 높였다.

이 밖에도 2009년 모잠비크 레부보(Revuboe)

석탄 광산 지분을 인수하고, 2010년 미국 뉴센추리
석탄 광산 지분 20%, 2011년에는 캐나다 클라판

석탄 광산 지분 20%를 인수했다. 또 2011년 브라

질 니오븀 광산회사 CBMM 지분 2.5%를 인수했
다. 2013년 컨소시엄을 통해 캐나다 퀘백주에 위치

로이힐 프로젝트 지분인수 계약(2012. 5. 2)

한 아르셀로미탈마인스캐나다(AMMC)의 철광석 광산 지분 15%를 인수했다.

1절 포스코패밀리 경영체제 구축

2. 미얀마 가스전 상업생산 개시

1. 패밀리 차원의 일하는 방식 정립

년 9월 가스전 산출시험에 성공했다. 이어 2013년 6월에는 미얀마 북서부 해상에 위

을 제고하고 포스코웨이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 포스코웨이 체계를 개선해 2009년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년부터 시작한 미얀마 가스전 개발사업이 성과를 거둬 2011
치한 미야(Mya) 가스전에서 상업생산을 개시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중국 국영석유
회사인 CNPC의 자회사 CNUOC에 판매했다.

포스코는 글로벌 성장 확대 전략과 관련해 전 세계 포스코패밀리 구성원의 응집력
12월 포스코웨이 핵심가치 실천 원칙을 선포했다.

이는 2007년 3월 글로벌 포스코웨이를 제정해 글로벌 초우량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대우인터내셔널은 1970년대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석유·가스 회사들이 7개 탐사

비전과 5대 핵심가치를 선포하고 의미 전파에 집중해 왔으나, 급속한 글로벌화의 진전

입해 2004년 A-1광구에서 쉐(Shwe) 가스전을 발견한 데 이어, 2005년 쉐퓨(Shwe

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출자사, 해외법인을 포함

정을 시추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미얀마 서부 해상에서 새로운 탐사 개념을 도

Phyu) 가스전, 2006년 A-3광구에서 미야 가스전까지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2013년 성공적으로 가스 생산을 개시함으로써 가스전 탐사 개발 과정을 거쳐 생산
단계까지 운영권자로서 참여한 국내의 유일한 기업이 됐다. 미야 가스전은 가채 매

장량이 원유 환산 8억 배럴에 달하는 대형 가스전으로 국내 기업이 순수 자기기술로
외국에서 발견한 석유가스전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포스코는 광양 LNG터미널을 플랫폼으로 가스전 탐사와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

는 대우인터내셔널, 발전소 엔지니어링과 건설을 담당하는 포스코건설, 발전소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는 포스코에너지 등 가스사업 협업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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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해외법인 직원을 포함한 전 포스코패밀리의 정체성 확립과 일하는 방식 표준
한 전 포스코패밀리가 준수해야 하는 그룹경영의 구심점인 경영철학, 핵심가치 및 혁
신활동을 포괄하는 12개 핵심가치 실천원칙을 선포한 것이었다.

포스코는 2009년 7월부터 5개월여에 걸쳐 포스코, 계열사, 해외법인의 계층별 의견

수렴을 통해 비전 구현을 위한 경영 목표 및 철학을 추가하는 등 포스코웨이 체계를

일부 개선했다. 또한 경영철학과 핵심가치의 실천 가이드로서 일·혁신·학습이 일체화
된 포스코패밀리 공통의 고유한 일하는 방식인 핵심가치 실천원칙을 정했다.

핵심가치 실천원칙은 포스코패밀리 전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를 행동강령

형식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5대 핵심가치를 근간으로 경영방침과 혁신활동의 핵
심 사상을 반영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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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실천원칙
핵심가치
고객지향
도전추구
실행중시

인간존중
윤리준수

핵심가치 실천원칙

1.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다

2. 고객과의 신뢰를 중시하고 고객과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3.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표를 도전적으로 추구한다
4.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낸다

5. 업무를 드러내어 관리하여 끊임없이 낭비를 제거한다

6.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표준화해 반드시 준수한다
7. 현장과 실행을 중시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높인다
8. 열린 마음으로 개인의 인격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9. 적극적인 자기계발로 역량을 배양하여 일과 함께 성장을 추구한다
10. 일상업무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한다

CI는 포스코 고유의 혁신활동 성공 모델을 포스코패밀리로 확대해 패밀리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활동으로, 기존의 QSS, 트리즈(TRIZ), 메가와이(Mega-Y), 빅와이
(Big-Y) 등을 표준화해 패밀리사로 확산했다. 2012년에는 대표적 활동인 QSS를 해외

법인 18개사(누적 34개사)로 전파했으며, 종전에 회의방식으로 진행되던 VP를 스마
트워크플레이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포스코와 거
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에까지 포스코 혁신모델을 전파했다. 또 PO는 프로세스상의

윤리적 리스크와 비효율 등을 진단하고 낭비요소를 제거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
고 경영성과를 창출하는 진단활동으로 경영성과를 창출했다.

11.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추구한다

12. 환경을 윤리적 책임으로 인식해 친환경 기술개발과 저탄소 생활화에 앞장선다

2. 새로운 혁신 모델, 파이 이노베이션

2절 포스피아 3.0 시스템 구축

포스코는 극심한 철강경기 침체 상황에 직면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역량 강화

1. 스마트워크플레이스 구축

은 원주율 파이와 같이 무한대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

(One POSCO)를 실현하기 위해 포스피아 3.0을 추진했다. 포스피아 3.0은 철강본업

방안으로 2012년부터 파이 이노베이션(π-innovation)을 추진했다. 파이 이노베이션

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분배의 원천인 파이 자체를 키우면 개인의 성과도 커질 수 있

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파이의 논리’에서 착안했다. 기존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활동
을 시장 확대, 신사업 개발, 포스코패밀리 시너지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가치
창출과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혁신 모델로 정립한 것이었다.

포스코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패밀리사와 해외법인을 하나로 묶는 원포스코

의 프로세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최적화한 프로세스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적화(Global Optimization)’ 프로젝트로, 일하는 방식의 재
정립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아우르는 개념이었다.

포스코는 2011년 10월 포스피아 3.0 운영 시스템 구축에 돌입했다. 2012년 12월에

파이 이노베이션은 BI(Breakthrough Innovation), CI(Continuous

는 포스코 고유의 일하는 방식을 재정립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한 스마트워크

수 있는 혁신활동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빅싱킹(Big Thinking)

SWP 시스템은 단순한 시스템의 변화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의식 변화를 통한 스

Improvement), PO(Process Optimization)로 구성됐다. BI는 성장 돌파구를 만들
프로세스를 통해 획기적인 수익 창출과 미래 비즈니스 발굴을 목적으로 삼았다. 모

든 임원이 참여해 신사업 개발, 혁신적인 원가 절감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제시

플레이스(SWP : Smart Work Place) 시스템을 가동했다. 포스피아 3.0의 일부분인
마트 포스코 구현을 목표로 했다.

SWP 시스템은 설계 초기부터 직원들의 업무 경험과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글로벌

된 아이디어들을 결합(Combine)하고 삭제(Delete)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덧붙이

선진기업의 사례를 반영했으며, 소셜미디어·모바일·클라우딩 컴퓨팅 등 최신 IT기술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BI과제는 CEO가 주관하는 게이트리뷰(Gate Review)를

록 유도하고, 코칭과 피드백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도록 시스템을

고(Add), 설명이 부족한 과제는 현업에서 검토(Modify)하는 CDAM 과정을 거쳐 BI
통해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과제 실행력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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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했다. 또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 변화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스스로 이해하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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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 시스템은 △성과 중심의 소통과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지원하는 TMS(Task

로 관련 자료 취합과 전문가 협업을 진행하는 등 현장완결형 업무수행이 가능해졌으

CMS(Collaboration Management System) △지식공유 창구를 블로그로 일원

다. 또 고객에게 새로운 사업기회와 서비스를 먼저 제안하는 고객 선제안 활동, 고객

Management System) △전문가 검색과 첨단 툴 활용으로 협업을 도와주는
화해 통찰력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KSI(Knowledge Sharing & Insight) △아이

디어 융합, 도출 및 활용을 위한 IMS(Idea Management System)로 구성했다. 또
한 EP 화면을 개인화하고 메일과 기업 콘텐츠 관리(ECM : Enterprise Contents
Management) 시스템을 개선해 업무 편의성을 제고했다.

새로 구축된 SWP 시스템은 영상회의, 공동 문서작업 등 온라인 인프라를 기반으

며, 고객 문의와 품질 요구에 1일 이내로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응답체계를 구축했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강화하면서 고객 관련 빅데이터 기술 활용도를 높일 수 있
었다. 이 밖에도 전 공장과 공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품질검사 판정체계를 구축해

품질 예측과 품질 트래킹(Tracking)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품질설계와 보
증체계를 글로벌 차원에서 통합, 일원화해 나갔다.

물류 서비스도 고객 관점에서 혁신을 추진했다. 그동안 물류업체에 의존했던 물류

로 하는 소통과 협업을 지원했으며,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보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실시간 선박 이동 정보를 해당 부서와 고객사에 제공하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된 종합지식을 개발할

하게 감지해 즉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층 향상된 고객 서비스가 가

활용해 지식을 자유롭게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상호 연계된 문제는 관련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공간도 제공했다. 모든 직원은 블로그를 기반으로 지식을 등

록하고 공유된 지식은 사내 SNS와 검색 툴을 이용해 손쉽게 전파하고 활용함으로

고, 가시성 있는 실시간 정보를 활용해 운송지연, 운송사고 등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
능해졌다.

포스피아 3.0을 통한 SCM 혁신으로 원가절감과 외부 파트너사와의 협력도 더욱

써 구성원 간 집단지성으로 발전시키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통과 협업, 지식 공유와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판매·생산·원료 계획 통합, 글로벌 통합 구매, 통합 물류, 공유

포스코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SWP를 패밀리사에 확산시키며 포스코와 패밀

절감했다. 포스피아 3.0을 기반으로 공급사, 외주사, 선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활용, 집단지성 기반의 창의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리사의 일하는 방식을 스마트하게 통합하는 초석을 마련해 나갔다.
2. 포스피아 3.0 가동

포스코는 2014년 1월 미래형 경영 시스템 ‘포스피아 3.0’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패
밀리사 가운데는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 일관제철소도 포함됐다. 포스피아

서비스센터(SSC : Shared Service Center) 등을 활용해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해, 외주사와 포스코의 생산계획, 구매계획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외주사도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했다.

3.0 시스템은 2012년 오픈한 SWP 시스템을 비롯해 ERP, MES, SCM 등 업무 프로

3절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생산현장인 제철소에서부터 구매·판매·마케팅·기획·재무 업무에 이르기까지 전사의

1. 나눔운동 확산

었다.

확산시켜 나갔다. 포스코와 22개 출자사, 109개 외주 파트너사, 31개 우수 공급사 임

세스와 관련된 176개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혁신하고 전면 재설계한 것이었다.

일하는 방식을 표준화하고 통합함으로써 포스코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
특히 포스코는 포스피아 3.0을 통해 모든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영업사원이 스마트노트와 같은 고객 대응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 응대 현장에서 바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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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에는 포스코패밀리봉사단을 창단하고, 패밀리 차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직원 4만 1000여 명으로 구성된 포스코패밀리봉사단은 지역별로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연 2회 포스코패밀리가 모두 함께하는 공동 봉사활동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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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2011년부터는 해외법인 및 사무소가 진출한 10개 국가의 100여 개 복지시설 지
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시켜 나갔다.

2013년 1월에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3대 전략방

향과 5대 중점영역을 설정했다. 3대 전략 방향은 △정부, 비정부기구(NGO) 등과 협

한편 정준양 회장은 2013년 10월 세계철강협회(WSA : World Steel Association)

제37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WSA는 종전 국제철강협회(IISI)가 2008년 10월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업 강화 △핵심 역량 및 사업 특성과의 연계성 강화 △타사와 차별성을 갖는 명품 브

2. 상생과 동반성장 경영

화유산으로 정해 나눔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협력기업을 지원했다. 특히 동반성장

랜드화로 정하고, 5대 중점영역으로는 지역사회, 글로벌 인재, 지구환경, 다문화, 문
같은 해 5월에는 포스코봉사단 창단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사회공헌 비전 슬로건

‘for a Better World(더 나은 세상을 항하여)’를 선포하고,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포
스코 고유의 나눔경영을 추진했다. 포스코봉사단은 2003년 창단 이래 10년 동안 연
인원 91만 2600명이 봉사활동에 참가해 누적 398만 9874시간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봉사 유형도 전문역량과 취미를 연계한 재능봉사, 기부활동을 연결

포스코는 상생과 동반성장을 주요 경영방침으로 삼고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교육지
프로그램의 혜택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2010년 10월에는 포스코가 인증한 1차 협
력기업이 주축이 되어 2~4차 협력기업과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협의회 구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포스코와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협력기
업에도 포스코의 동반성장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2010년 10월 포스코와 그룹사 임원이 참여하는 동반성장지원단을 출범시켰고,

한 나눔봉사, 포스코패밀리가 함께하는 연합봉사 등으로 다양했다.

2011년 3월에는 중소기업 전담조직인 상생협력실천사무국을 동반성장사무국으로

터 포스코 임원과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급여의 1%를 기부하는 것에서 시작돼 2013

아우르는 폭넓은 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했다. 또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지원, 공생발

2013년 11월에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출범했다. 1% 기부활동은 2011년 10월부

년까지 포스코와 26개 패밀리사가 동참하는 대규모 나눔운동으로 성장했다. 포스

코는 매월 1% 나눔을 실천하는 임직원의 소중한 마음에 보답하고, 기부 성금을 더
의미 있게 쓰기 위해 포스코1%나눔재단을 설립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더 나은

전환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과 2~4차 협력기업까지
전 기금 조성 협약 등 중소기업과의 공생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실로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시행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2012년에는 2004년부터 운영해 온 성과공유제인 베네핏세어링제도를 △목표원

세상을 향한 1%의 나눔’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임직원의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그

가 관리형 △공동원가 개선형 △성능 공동개선형 △신제품 공동개발형 △보유기

사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포커스(FOCUS)로 재정립했다. FOCUS는 포스코의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랜트로 조성한 40억 원의 기금으로 사회복지, 해외
전개했다.

이용해 협력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Fostering)’하고, 이들과 함께 열린 ‘혁신(Open

또 2007년 12월 국내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

Innovation)’ 기반의 ‘협업(Collaboration)’을 통해 수명·납기·품질 ‘향상(Upgrade)’

표준사업장인 포스위드를 설립했고, 장애인과

등의 성과를 사전에 협의된 기준에 따라 ‘공유(Sharing)’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탈북 이주민 등 사회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해

포스코형 성과공유제를 산업계 동반성장의 표준 모델로 확산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2009년 포항에 포스에코하우징, 2010년 광양에
포스플레이트, 인천에 송도SE 등 사회적 기업을
잇달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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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지원형 △협력기업 간 협업형 △혁신성과 공유형 등 7개의 성과공유 운영모델인

행보에 나섰고, 성과공유제 표준협약을 전자계약서로 만들어 과제수행 성과의 대외
포스코1%나눔재단 출범(2013. 11. 18)

공신력과 신뢰성을 높였다.

성과공유제 등 포스코 고유의 브랜드 프로그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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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지원, R&D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협력 등 6개 카테고리, 37개 동반성장 프로그

영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갔다. 한편 포스코의 사랑받는 기업활동 사례가 미국 버지

3. 사랑받는 기업 철학 제시

4. 새로운 윤리경영 선포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랑받는 기업 헌장에는 이

을 선포했다. 행복경영은 기업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고, 선순환을 이루는

램을 운영해 경영 전 부문에 걸친 동반성장 경영을 추진했다.

포스코는 2011년 6월 ‘포스코패밀리 사랑받는 기업 헌장’을 제정하고, 위대한 기업을

해관계자를 사회(Society), 파트너사(Partner), 투자자(Investor), 고객(Customer),
환경(Environment), 직원(Employee) 등 6개 부문으로 분류하고, 머리글자를 따

‘SPICEE 모델’을 정립했다. 또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시민이 된다 △한 가족으로 동
반 성장한다 △주주임을 자랑스럽게 한다 △고객을 성공시킨다 △인간과 환경의 조

니아대 경영대학원의 사례연구로 등재됐다.

포스코는 2013년 6월 윤리규범 선포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윤리경영으로 ‘행복경영’

시스템을 실현해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전체가 행복해지는 더 나은 세상 창조에 기여
함을 의미했다. 포스코는 행복경영의 비전을 ‘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3대 핵심가치
는 ‘미래·공익·상생’으로 설정했다.

포스코가 새로운 윤리경영으로 행복경영을 추진한 배경은 크게 네 가지였다. 첫

화를 이룬다 △인간존중과 자아실현을 이룬다 등의 사명과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

째,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해 포스코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상생 발

포스코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랑받는기

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포스코가 적극 부응

았다.

업추진사무국을 신설하고, 부문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사랑받는 기업을 처음 주창
한 시소디어(Rajendra Sisodia) 교수의 강의를 비롯한 임원 전략 토론회, 토론 학습

등을 통해 직원이 사랑받는 기업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직원들의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과 사랑받는 기업을 설명한 만화 배포를

통해 직원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사랑받는 기업을 위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하는 소통의 경영이 필요했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
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민족자본으로 창업한 포스코는 태생적
국민기업으로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존중해 공익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강화하
기로 했다. 넷째, 인권·환경 등을 강조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해 더욱 체계적이고
확고한 글로벌 톱 수준의 실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했다.

포스코는 행복경영의 3대 핵심가치인 미래, 공익, 상생 등에 따라 구체적 실행계획

교육했다.

을 수립 추진했다. 미래 관련 실행계획은 △부패방지·인권·환경·다양성 등을 반영한

기업 연구 포럼을 개최해 사랑받는 기업 활동을 위

전개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한 금연주비염(禁煙酒肥鹽) 운동 전개 등이었다. 공

2012년 1월에는 사외 전문가로 구성된 사랑받는

글로벌 행동규범 재정립 △국제협력단체 및 산학협력기관과 연계한 해외 공헌활동

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포스코의

익 관련 실행계획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지원활동 확대와 산업혁신운동 3.0

이해관계자 활동을 담은 사랑받는 기업 백서를 발

동참 △거래상대방 선정 모범기준 패밀리사로 확대 △1% 나눔 및 봉사 활동 확산이

간해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었으며, 상생 관련 실행계획은 △성과보상금 투자재원 2100억 원 출연 △중소기업지

게시했다.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관리를 위해 전략

원펀드 조성 및 테크노파트너십 대폭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연 근무, 직장

적 이해관계자 관리 실행 매뉴얼을 개발해 이해관
계자 접촉 부서에 제공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사랑
받는 기업을 천명한 이후 상생과 동반성장, 나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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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서비스 강화 등 일과 삶의 균형 추구였다.
포스코패밀리 사랑받는 기업 선포(201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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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섭형 인재 육성

인의 성장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타 부문을 이해하는 통섭형 인재를 중점

육성하되, 직원의 경험 및 전공을 다양화해 조직의 시너지를 높여 가는 노력도 병행
했다. 계층별로 통섭형 인재에 요구되는 역량을 설정하고, 이러한 역량을 근간으로

채용·교육·승진·보직운영 체계를 개선해 직원이 자기주도적으로 실현해 가도록 지원
했다.

포스코는 2013년부터 통섭형 인재양성을 일당오 인재육성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일당오(一當五)’란 중국 역사서 <후한서>에 나오는 ‘일당백(一當百)’의 개념에서 따온
개념으로 직원 한 사람이 다섯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직원

1절 지식근로자 육성 추진
포스코는 2010년 ‘포스코 패밀리 비전 2020’을 수립하며 기존 ‘업의 진화, 장의 확

들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였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업무, 학습, 언어, 재능, 성과 등에서 일당오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했다.

일당오 인재육성은 궁극적으로 직원과 회사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지향적

대, 동의 혁신’에 ‘인(人)의 성장’을 추가했다. 인의 성장은 직원들을 초우량 기업에

상생전략이었다. 이는 숫자 5에 매몰될 필요없이 함께 일하고 싶은 다재다능한 사람,

였다.

꺼번에 많은 재능, 업무 수행력 등을 구비하려 하기보다 이러한 인재상을 목표로 단

걸맞은 통섭형 지식근로자로 성장시킴으로써 직원과 회사가 동반 성장한다는 의미

창의와 상상력이 강조되는 비즈니스 3.0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분야·

사업방식·조직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었으며, 대학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문과와 이과의 학문 간 통합을 시도하는 추세였다.

포스코도 창조경영을 구현해 갈 통섭형 인재양성을 위해 채용·교육·승진·보직 등

전반에 걸쳐 HR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인의 성장과 관련해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확
보, 선발, 육성함으로써 포스코의 정신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
그램을 시행했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 입사 프로그램인 포스코 스칼라십 제도, 탈 스펙

전형인 포스코 챌린지 인턴십 제도, 해외법인 인턴십 프로그램 등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도입교육과 주니어 리더십 캠프 등의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외에도 지역전문가, 해외 연구과정, 국내·글로벌 MBA 과정,
포스텍 유학 과정, 어학전략 동아리 등의 제도와 함께 순환보직, 그룹사 인력교류 등
일을 통한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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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폭넓은 시야와 균형감각을 가진 인재상을 의미했다. 한
계적으로 일당오 인재에 다가서는 노력을 강조했다.

2절 인재육성 인프라 확충
1. 성과주의 강화

2009년 4월 글로벌 포스코에 걸맞은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PSC(Personal Score Card)를 도입했다. PSC는 직원 스스로 회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자기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회사와 함께 점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목표

를 달성해 나가는 일종의 개인성과표였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모든 직원 개개인이

주도적으로 자기 계발을 통한 역량 제고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사 차원에서
는 글로벌 기업에 요구되는 직원 역량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했다.

2011년에는 글로벌 패밀리 경영 지원과 성과주의 강화를 위해 기존의 직능자격제
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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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봉제와 월급제 직군으로 분리해 직군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직급체계를 도입했

먼저 학습문화 개선 관점에서는 자기주도학습(Self Directed Learning) 프로세

다. 이에 따라 연봉제 직군은 역할과 성과에 따라 승진과 보상이 이뤄지는 글로벌 표

스를 구축했다. 학습자 개인별 역량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필요성을 진단하고

지하는 대신 장기근속에 합당한 성장 비전과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직능자격 명칭

인 리뷰를 통해 학습 결과를 인사평가에 반영했다. 기존 집합교육과 e러닝 등 짜인

준 직급체계를 도입하고, 월급제 직군은 현장 기술력 축적에 적합한 직능자격제를 유

과 승진제도를 개선했다. 2012년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
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 1월에는 PSC 시스템을 개편해 직원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개발을 지원했다. 직원들은 PSC를 통해 개인의 가치를 높이고 자아실

상사나 전문가의 멘토링을 거쳐 연간 학습계획을 수립, 계획된 학습 수강과 주기적

학습(Formal Learning)과 병행해 가상학습방에서 실시간 원격학습과 토론, 학습
주제 등록을 통한 지식공유, 전문가 멘토 검색을 통한 멘토링 등 비정형 협업학습
(Informal Learning)을 지원했다.

이용자 편의성 제고 관점에서는 학습자원과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했다. u러닝,

현을 주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직원들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경영성과를 높여 가

휴무일 평생학습 등 공개강좌와 집합교육 및 e러닝 등 정규학습, 학습동아리 활동

(Auditing), GIH(Global Information Hub)정보활동, 자기주도 개선활동 등을 등록

심기능은 포스코패밀리가 공유하고 회사별 자체교육 기능은 맞춤형으로 제공했다.

는 계기를 마련했다. 개편된 PSC는 역량개발, 수익성 향상, 행복실천, 안전 오디팅
해 관리하도록 했다. 포스코는 직원들이 PSC를 활용해 회사의 주요 정책방향인 일당

오 인재 육성, 안전사고 예방, 건강실천 및 감사나눔 등을 더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
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및 부서·출자사의 학습 컨설팅 정보제공 등 학습자원을 통합 서비스했다. 포털의 핵

이와 함께 HRD포털은 개인별 맞춤형 학습정보와 현업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해 평
생학습을 바탕으로 개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 HRD 포털 오픈

포스코는 인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직원들이 통섭형 지식근로자,
일당오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패밀리 HRD
포털 시스템이었다. 포스코는 2011년 1월 19일 지식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적 지식근

로자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패밀리 차원의 HRD포털 시스템을 오픈했다. 포

스코는 이를 통해 개인 비전과 회사 비전이 함께하는 스마트 학습문화를 한층 강화
해 나갔다.

HRD포털 시스템은 산재해 있던 학습 서비스 기능과 학습자료를 통합해 개인별

학습 니즈 확인, 학습, 학습진도 리뷰에 이르는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함은 물론 이
를 인사에 반영하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수시 비정형화된 실시간 토론 협업학습을 제

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학습 시스템(e-Campus)이 학습신청과 학습에 주안점을 뒀

다면, HRD포털 시스템은 학습문화 개선과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 두 가지 관점에서
학습지원 기능을 집약한 포털로 업그레이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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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과 포스코

“애국심 갖고 세계 최고 포스코로”
박태준 명예회장 별세

박태준 명예회장이 2011년 12월 13일 향년 8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1968년 포스코를 창립해 이끌며 철강불모의 대한
민국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해 중화학공업 입국의 기틀을 다지고, 포스코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사로 성장시

킨 철강산업의 큰 별이 스러진 것이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애국심을 갖고 포스코를 세계 최고로 만
들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미국의 카네기가 당대 35년 동안 조강 연산 1000만 톤을 이뤘지만, 박태준 명예회장은 당대 25년(1968~1992) 만에 조

강 연산 2100만 톤을 이뤘다. 기술력과 자본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카네기보다 짧은 기간에 2배가 넘는 규모로 키워
냈다.

박태준 명예회장은 1927년 경남 동래군 장안면(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성장, 1945년 와세다대

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해방과 함께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해 1948년 육군사관학교를 6기로 졸업했다. 이때 교수로
재직하던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은 훗날 이 땅에 최초의 일관제철소 건설이라는 큰 꿈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이 휴전선을 남긴 뒤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라는 좌우명을 영혼에 새기고 청렴·강직한 장교의 길을 걷던
1963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후 경제인으로 변신해 1964년 대한중석 사장으로 재임하며 적자에 허덕이던 대한중석을

1년 만에 흑자기업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박태준 명예회장의 사명의식과 경영능력을 높게 평가한 박정희 대통령은 종합
제철 건설이라는 특명을 부여했다. 이때부터 박태준 명예회장은 제철소 건설의 숱한 난관을 특유의 결단력, 무사심(無私
心) 의 열정, 뜨거운 조국애로 극복하면서 철강신화를 만들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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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반세기 건설 대역사 이끌고 선진 경영체제 구축

제철보국 실천한 철강왕

국민의 성원 속에 조강 연산 103만 톤 규모의 포항 1기 설비가 착공됐다. 그로부터 3년여 만인 1973년 6월 9일 우리나라

‘제철보국’의 사명의식과 ‘우향우’ 정신

합 준공에 이르기까지 포항제철소 건설사업은 규모나 물량, 공사 금액과 기간 등 어느 모로 보나 사상 초유 대역사의 연

지에는 박태준 명예회장의 리더십과 통찰력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정부와 국민 각

포항제철소가 건설되기 이전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극히 미미한 상태였다. 숱한 어려움과 난관을 뚫고 1970년 4월 온
최초로 고로에서 쇳물이 쏟아져 나오는 감격적인 순간이 꿈이 아닌 현실로 펼쳐졌다. 이후 1981년 2월 포항 4기 설비 종
속이었다. 박태준 명예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주설비 착공 13년 만인 1983년 포항제철소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건설비로, 가장 짧은 기간에 완공된 대단위 제철소로 우뚝 섰다.

영일만의 신화는 광양만으로 이어졌다. 1992년 4반세기 건설 대역사를 종합 준공함으로써 광양제철소는 최적의 생산규

모를 갖춘 세계 최대의 단일 제철소이자, 21세기 최신예 제철소로 탄생했다. 양 제철소 체제가 구축되면서 포항제철소는
고급강 위주의 다품종 소량생산, 광양제철소는 열연 및 냉연 제품 위주의 소품종 대량생산으로 특화해 인력 및 비용 등
생산원가 절감과 함께 설비 효율을 극대화했다.

박태준 명예회장이 이끄는 포스코는 철강재 생산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진 경
영체제 구축을 통해 현대 기업경영의 준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았다.

1968년 출범한 포스코는 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사 형태가 아닌 상법
상 주식회사로 출발했다. 당시 박태준 명예회장은 해외 철강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영의 자율성과
조직의 기동성을 보장하고, 철저하게 책임경영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를 고집했다.

박태준 명예회장은 포스코 출범과 함께 관리회계와 업무전산화를 비롯해 선진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데 특별히 공을 들

였으며, 공기업 체제에 따르는 비효율과 부실의 여지를 막기 위해 조직의 자율과 책임문화 정립에 역점을 두었다. 박태준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은 후진들에게도 이어져, 민영화와 PI,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모든 면에서 선진 경영체제를 발전시
켜 나가는 원동력이 됐다.

박태준 명예회장은 일찍부터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 1986년 포항공과대학교, 1987년에는 포항산업

과학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포스코-포항공과대학교-포항산업과학연구원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했
다. 이는 국내 최초의 산학연 연구개발 체제로, 우리나라 산업계에 새로운 기술개발 모델이 됐다.

포스코가 4반세기에 걸친 건설 대역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철강 불모지였던 우리나라가 철강강국으로 우뚝 서기까
계각층의 성원도 큰 힘이 되었지만, 이 엄청난 대역사의 성공을 말할 때 박태준 명예회장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포스코의 정신적 토대는 회사 창립과 포항 1기 설비 건설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사명의식과 ‘우향우(右向右)’ 정신이었다. 제철보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조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는 산업의 쌀인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이었다. 우향우 정신은 일관제철소 건설 자금이 다름

아닌 선조들의 희생의 대가인 대일청구권자금이었던 만큼, 만약 일관제철소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건설 부지 오른쪽의
영일만에 몸을 던져 속죄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였다.

이러한 사명의식과 정신은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와 포스코 임직원은 물론 건설현장의 역군들까지 모두를 하나로 묶어

내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 어떤 세련된 수사는 없었지만, 조국의 발전을 위해 선조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된다는

애국적 결의와 민족적 자존심이 내재돼 있었다. 요컨대 제철보국의 사명의식과 우향우 정신은 포스코의 존재 이유였으
며, 성공적인 일관제철소 건설의 당위성을 함축하고 있었다.

제철보국의 사명의식과 우향우 정신은 현장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포스코 특유의 공동체 의식으로 내재화됨으로써 포

스코가 4반세기 건설 대역사를 마무리 짓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
게 하는 원동력으로 발현됐다.

박태준 명예회장의 경영철학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포스코 내·외부의 도전에 대응해 소명의식, 책임정신, 완벽주의, 투
명경영, 인간존중 등으로 구체화됐으며, 이는 후진들에게도 이어져 포스코가 선진 경영체제를 일궈 나갈 수 있는 비옥한
자양분을 제공했다.

박태준 명예회장은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순교자적으로 희생하는 세대다”라고 외치며 제철보국의 힘으로 ‘교

육보국’을 추구하고 실현했다. 생애에 14개 유치원·초·중·고교를 세워서 한국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만들어 수많은 인재
를 양성했으며, 한국 최초의 연구중심 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를 세워 세계적 이공계 명문대학으로 육성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새 지평을 여는 횃불이 됐다.

박태준 명예회장의 생애는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라는 신념을 따라 제철보국과 교육보국을 실현해 나간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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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을 향한 찬사

리코프상, 한국경영자대상(1992)을 받았으며, 사후에는 우리 정부가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또 한국철강협회 회장

웅·거인·거목·큰 별이라는 헌사를 바쳤다. 특히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사회장 5일에 걸쳐 고인의 생애와 업적과 정신을

역임하며 철강산업 발전과 한일 경제 교류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박태준 명예회장의 부음이 알려졌을 때 한국의 모든 언론과 해외의 여러 언론이 일제히 헌화하듯이 고인의 이름 앞에 영

특집으로 다뤘다. 그것은 온갖 고난을 무사심의 불굴 정신과 창의 정신으로 돌파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한 고인의 인생에
동시대 사람들이 선물한 최후의 빛나는 영예이기도 했다.

2012년 박태준 명예회장은 ‘철강 명예의 전당(Steel Hall of Fame)’에 올랐다. ‘철강 명예의 전당’은 미국 메탈 블루틴

(1975~1990), 한일의원연맹 회장(1980~1981), 한일경제협의회 회장(1981), 한일경제협회 명예회장(1988~1993) 등을
세계 최고의 제철기업으로 우뚝 선 포스코의 성장을 이끌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의 초석을 다진 박태준
명예회장의 삶과 업적에 국내외 명망가들의 찬사도 끊이지 않았다.

(Metal Bulletin)의 철강 전문 자매지 AMM(American Metal Market)이 전 세계 철강업계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공

“한국이 군대를 필요로 했을 때 귀하는 장교로 투신했다. 한국이 현대경제를 위해 기업인을 찾았을 때 귀하는 기

제강법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헨리 베서머, 미국 유에스스틸의 창업자 저지 엘버트 개리, 미국 철강회사 뉴코어 회장을

하의 삶에는 끊임없는 지상명령이었다.”

로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12년 처음 선정했다. 박태준 명예회장은 미국 카네기 철강사 창업자 앤드루 카네기, 베서머
역임한 케네스 아이버슨, 신일본제철 초대 사장 이나야마 요시히로, 독일 경제발전의 주역 코프 코퍼레이션 창립자 빌리
코프, 미국 베들레헴스틸을 이끌었던 찰스 슈압 등과 함께 세계 철강업계 지도자 8인으로 선정된 것이었다.

이 밖에도 제철보국의 이념으로 철강 불모지 대한민국에 일관제철소를 건설해 산업 근대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국

민훈장 무궁화장(1974), 영국 금속학회 베서머 금상(1987), 프랑스 레종도뇌르훈장(1990), 노르웨이국왕훈장(1991), 빌

업인이 됐다. 한국이 미래의 비전을 필요로 할 때 귀하는 정치인이 됐다. 한국에 봉사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귀
-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박태준은 진정한 한국의 애국자다. 냉철한 판단력, 부동의 신념과 정의감, 깊은 사고력을 겸비한 그의 인품이 일
본의 대한(對韓) 협력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

“지금까지 22년 동안 박태준 회장과 나는 사업보국이라는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이었다.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는 서슴없이 ‘철’이라고 대답한다. 군인의 기와 기업인의 혼을 가진 사람이다. 경영에 관한 한 불패의 명장이다.
우리 풍토에서 박 회장이야말로 후세의 경영자들을 위한 살아 있는 교재로서 귀한 존재다.”

-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나는 지금도 한국 종합제철 건설계획의 타당성 결여를 지적한 나의 1968년 보고서가 옳다고 믿는다. 다만 박태

준 회장이 상식을 초월하는 일을 하여 나의 보고서를 틀리게 만든 것이다. 나는 포스코의 성공은 지도자의 끈질
긴 노력을 바탕으로 설비 구매의 효율성, 낮은 생산원가, 인력개발, 건설기간 단축을 실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 존 자페 전 IBRD 아시아지역 실무 담당자

“박태준은 매우 끈기 있는 사람이다. 세계의 모든 철강인이 포항제철이 성공리에 건설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영국 금속학회 연차총회에서 철강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베서머 금상을 수상한 박태준 명예회장(1987.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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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그는 나를 꾸준히 설득해 우리가 포항 1기 공사에 큰 역할을 하도록 했다.”

- 헬무트 하셰크 전 오스트리아 국립은행 총재
9편 글로벌 통합경영 전개

441

10편

경쟁력 회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

1장 POSCO the Great 선포

1절 권오준 회장 취임과 혁신 포스코

2절 혁신 포스코 추진과 신중기전략 수립
3절 조직 효율화 및 조직문화 쇄신

2장 고유기술 기반 철강사업 고도화
1절 철강사업 본원경쟁력 강화
2절 솔루션마케팅 업그레이드
3절 철강 고유기술 상용화

3장 차별화 역량 기반 미래성장 추진
1절 신성장사업 추진 전략 재정립
2절 에너지 저장소재 부문
3절 에너지 부문

4장 비철강사업 수익성 향상

1절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2절 그룹경영 효율성 제고

5장 Smart POSCO 추진

1절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식 정착
2절 윤리경영 강화와 동반성장 가속화
3절 그룹 사업 스마트화

1장

POSCO the Great 선포

1절 권오준 회장 취임과 혁신 포스코

권오준 8대 회장 취임
(2014. 3. 14)

1. 권오준 회장, 김진일 사장 취임

같은 날 김진일 사장이 취임해 철강생산본부장에 보임됐다. 김진일 사장은 1975년

2014년 3월 14일 권오준 8대 회장과 김진일 사장이 취임했다.

입사해 제강부장, PI실장, 수주공정실 담당, 포항제철소장, 탄소강사업부문장 등을

권오준 회장은 “우리의 원대한 비전으로 ‘POSCO the Great’, ‘위대한 포스코’의 재

역임한 후 2011년 3월부터 포스코켐텍 사장으로 재임해 왔다.

창조를 선언한다”라고 밝히고, “POSCO the Great는 창조경영, 화목경영, 일류경영

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말한다”라
고 설명했다. POSCO the Great 재창조는 영원한 신소재인 철을 기반으로 신성장동

2. 창의·화목·일류 경영 주창

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창조하자는 의미였다. 권오준 회장은 POSCO the Great

POSCO), 창의경영(New POSCO), 일류경영(Top POSCO)’을 제시했다.

력을 육성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권오준 회장은 POSCO the Great를 실현하기 위한 경영철학으로 ‘화목경영(One

재창조를 위해 ‘혁신 포스코(Innovation POSCO) 1.0’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화목경영은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일치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모든 구성원

1.0은 새롭게, 하나가 되어, 일등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은 자만과 허울을 벗

이 공동의 목표와 변화방향을 공감하고, 주인의식으로 단결해 정해진 목표를 일사

전 임직원이 하나의 비전 아래 일치단결해 모든 사업에서 세계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지향하도록 했다.

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상징적 의미였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불란하게 실행하며, 사회적 가치에 바탕을 둔 발전을 추구하고, 고객사·공급사·시민

일등을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창의경영은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극한 상황에서도 도

권오준 회장은 1986년 입사해 EU사무소장, 기술연구소장,

전정신을 발휘하고, 기존 생각의 틀을 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터 기술부문장으로 재임해 왔으며, 2012년 3월 사장으로 승진

확보하고, 고객보다 한발 앞서 혁신적 사업과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며 가치경쟁을 선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1년 3월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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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조직 간 장벽을 넘어선 아이디어의 융합과 접목으로 새로운 핵심경쟁력을
권오준 8대 회장

김진일 사장

도한다는 의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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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경영은 사업영역과 시스템, 의식 등 모든 면에서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최

고라는 자부심과 최고를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인정받

으며, 경쟁사를 뛰어넘는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으로 핵심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2015년 7월 대내외 신뢰 확보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쇄신안 발표와 함께 혁

신 포스코 2.0을 추진하면서, 기존 3대 경영철학에 윤리경영(Clean POSCO)을 최우

마케팅실장, 기술투자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부터 철강생산본부장으로 재임
해 왔다.

2절 혁신 포스코 추진과 신중기전략 수립

선 항목으로 추가해 4대 경영철학으로 재정립했다.

1. 혁신 포스코

3. 황은연, 오인환·최정우, 장인화 사장 취임

의 성장위주 투자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 위기가 증대되고 있었

권오준 회장이 취임한 2014년 3월 즈음, 경영 여건은 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과 과거

2016년 2월 1일 황은연 사장이 취임했다. 황은연 사장은 1987년 입사해 마케팅본부

장, CR본부장, 포스코에너지 사장을 역임하고 2015년부터 경영인프라본부장으로 재
임해 왔으며, 직제 개편에 따라 경영지원본부장에 보임됐다.

2017년 2월 6일에는 오인환 사장이 취임해, 철강사업 중심의 포스코 경영을 책임지

는 철강부문장(COO)에 보임됐다. 오인환 사장은 1981년 입사해 POSCO-CSPC 법인

다. 포스코는 ‘외형 성장’에서 ‘내실 있는 성장’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철강

사업 본원경쟁력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 △사업구조 효율
화와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조직과 제도, 프로세스, 기업문화 등 경영 인프라 쇄
신 등을 4대 혁신 어젠다로 설정한 혁신 포스코 1.0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포스코는 혁신 포스코 1.0을 추진하며 2015년 상반기까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장, 자동차강판판매실장, 포스코P&S 전무이사, 마케팅본부장 등을 거쳐 2015년부

확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부채비율 개선 등 성과를 올리고 있었지만, 경영 전반에

같은 해 3월 10일에는 최정우 사장이 취임했다. 최정우 사장은 1983년 입사해 재무

했다. 여전히 철강산업 환경은 공급과잉과 경쟁사의 공세로 녹록치 않았으며 그룹사

터 철강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해 왔다.

실장, 포스코건설 경영전략실장, 대우인터내셔널 기획재무본부장을 거쳐 2016년부
터 가치경영센터장으로 재임해 왔다.

2018년 3월 9일에는 장인화 사장이 취임했다. 장인화 사장은 1988년 포항산업과

걸친 급격한 여건 변화로 인해 혁신의 추진 강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

및 해외사업 부진과 구조조정 지연에 따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었다. 더욱이 포스
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신뢰 위기가 발생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위기가 고
조됐다.

포스코는 한층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쇄신이 필

학연구원(RIST)으로 입사해 2011년 2월부터 포스코 신사업관리실장, 철강솔루션

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5년 5월 사내이사 전원과
주요 그룹사 대표가 참여하는 비상경영쇄신위원회
를 구성하고, 사업구조, 책임경영, 인사혁신, 거래

관행, 윤리·의식 등 5개 분과로 나눠 경영쇄신 과제

를 발굴했다. 같은 해 7월 15일 △사업 포트폴리오
황은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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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환 사장

최정우 사장

장인화 사장

기업설명회 및 5대 경영쇄신안 발표 기자회견(2015. 7. 15)

의 내실 있는 재편성 △경영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
명확화 △인적 경쟁력 제고와 공정인사 구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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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관행의 투명하고 시장지향적 개선 △윤리를 회사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정착 등 5

3. POSCO 100

그룹 임직원 대상 설명회와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한 새로운 비전 체계와 미래전략인 ‘POSCO 100’을 선포했다. 미션은 ‘Unlimit the

대 경영쇄신안과 함께 혁신 포스코 2.0을 발표했다. 이어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혁신 포스코 2.0은 혁신 포스코 1.0의 목표와 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5대 경영쇄

신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핵심은 윤리 기반 경영 인프라 구축과 구조조정 가속화에
주안점을 두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

철강사업 본원경쟁력 강화 △신성장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사업구조혁신 가속
화 △윤리기반의 경영 인프라 구축 등 4대 어젠다를 설정했다.
2. 신중기전략

포스코는 2017년 3월 30일 CEO 포럼에서 새로운 중기전략을 발표했다. 신중기전략

은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 성과와 최고 수준의 철강 수익력을 기반으로 재임 2기를
맞아 변화하는 사업 여건 및 미래 트렌드에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였

다. 이날 권오준 회장은 “경영 쇄신을 적극 추진해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이해관

2018년 4월 1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는 2017년부터 임원 토론회 등을 거쳐 확정
Limit : Steel and Beyond’로 지난 50년간 도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에는 철강

뿐만 아니라 비철강 분야에서도 강자가 되겠다는 ‘한계를 뛰어넘어, 철강 그 이상으

로’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해 철강, 인프라, 신성장 등 3대 핵심사업군을 고르
게 육성하기로 했다.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으로는 기존의 ‘POSCO the Great’를

‘Great Business, Great Technology, Great Culture’로 구체화해 미래 전략의 지향

점으로 삼았다. Great Business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진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의 발굴, Great Technology는 포스코 고유의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혁신

선도, Great Culture는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 및 확보와 스마트한 기업문화로의 혁
신 등의 의미를 담았다.

포스코는 POSCO 100을 실행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 차별적 역량, 융복합화, 창

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혁신 포스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성과를 기반으로 삼은 선언이었다. 별도

기준 두자릿수 영업이익률 회복과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반등을 비롯해 실적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 확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 별도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저의 부채비율을 달성하는 등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을 크게 개선함으로
써 기업가치 상승과 미래성장을 위한 토대를 재구축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톱 수준

의 철강 수익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미래성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중기전략

을 수립해 △고유기술 기반 철강사업 고도화 △차별화 역량 기반 미래성장 추진 △
비철강사업 수익성 향상 △그룹사업 스마타이제이션(Smartization) 등 4대 핵심 어
젠다를 설정했다.

2019년까지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철강사업 수익구조 고도화와

비철강사업 수익성 향상을 통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5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전 그

룹사의 순차입금을 15% 감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신용등급 A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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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미래비전 ‘POSCO 100’을 선포하는 권오준 회장(201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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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바탕으로 ‘Portfolio Shift를 통한 미래 성장구조 강건화’, ‘전략국가 중심

도록 했다.

마트 경영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그룹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미

소하고 유사기능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본부 R&R를 조정했다.

했다.

규조직인 실로 개편했다. 재무기능 강화를 통한 그룹 경영전략의 실행력 제고를 위

Global Presence 공고화’, ‘소프트와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창의문화 기반 스
래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안전, 윤리, 창의, 고객 등 4대 항목으로 재정립

2016년 2월에는 경영쇄신 가속화와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원 조직을 축
가치경영실은 가치경영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하의 전문임원 담당조직을 정

해 재무투자본부 내 재무실을 가치경영센터로 이관했다. 경영철학에 기반한 그룹 인

3절 조직 효율화 및 조직문화 쇄신
1. 본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2014년 3월 포스코와 그룹사의 사업구조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 등 조정 기능을 수

행하는 가치경영실을 신설하고, 본원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종전의 기획

사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인사정책 기능과 비서실을 통합해 HR경영실을 신설했다.
재무, 기술전략, 투자, 원료 등 상이한 기능이 혼재돼 있던 재무투자본부를 ‘기술전

략-R&D-투자’를 전담하는 기술투자본부로 개편했다. 신사업 투자 조직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해 신사업기획실과 신사업관리실을 신사업실로 통합하고, PosLX사업과 이
차전지 소재사업 기능을 통합해 ESM사업실을 신설했다.

기술전략에 기반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전략-R&D-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

재무, 기술, 성장투자사업, 탄소강사업, 스테인리스사업, 경영지원 등 6부문과 원료,

을 위해 기술연구원을 기술투자본부로 이관하고, 탄소강과 스테인리스 원료의 구매

개편했다.

영인프라본부에서 명칭이 바뀐 경영지원본부는 스태프 조직 슬림화를 위해 HR실과

CR, 마케팅 등 3본부를 철강사업, 철강생산, 재무투자, 경영인프라 등 4본부 체제로

종전에 탄소강·스테인리스·성장투자 등 사업분야별로 운영하던 조직을 철강사업과

철강생산을 축으로 재편한 것이었다. 철강사업본부는 고객사의 가치 경쟁력 제고를

전략체계 일원화를 위해 원료 1·2실을 원료실로 통합해 경영지원본부로 이관했다. 경
프로젝트지원실을 통합해 HR혁신실을 신설했다.

2017년 2월에는 철강사업 고도화를 위해 철강부문장(COO) 제도를 도입했다.

위해 기존 마케팅 조직에 제품 솔루션 기능을 통합했으며, 탄소강과 스테인리스 생

CEO는 그룹경영과 비철강 부문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COO는

재무적 성과의 검증을 위해 재무 분야와 통합해 재무투자본부로 재편했고, 경영인

사업·철강생산·기술투자·경영지원 등 4개 본부를 총괄했다.

산 분야는 철강생산본부로 통합했다. 성장투자사업부문은 조기 수익확보 등 철저한
프라본부는 경영지원부문과 홍보업무 등을 통합해 신설했다.

CEO의 경영방침에 따라 철강사업 중심의 포스코 운영 및 경영성과를 책임지며 철강
2018년 1월에는 향후 50년의 지속성장을 위해 월드프리미엄 플러스(WP+) 제품 판

2015년 2월에는 그룹 인적 역량 제고를 위해 그룹사별로 분산된 교육기능을 교육

매체제 고도화와 생산의 스마타이제이션 가속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

코 2.0 발표와 함께 조직 슬림화를 단행했다. 조직 슬림화는 철강사업 본원경쟁력과

해 글로벌 품질경영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의 품질보증과 설계 업무 이외에 지역

전문법인 ‘포스코 인재창조원’으로 통합했고, 8월에는 비상경영쇄신안과 혁신 포스

직결된 제철소 조업부서와 R&D 조직을 제외한 전 부서가 포함됐으며, 특히 외형 성

장을 추구하면서 늘어난 각종 프로젝트 조직, 본사와 제철소 간 중복 부서 등을 통

폐합해 14개 부장급 조직을 포함한 88개 조직을 폐지하고 인력을 재배치했다. 또 가
치경영실을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으로 재편해 그룹사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에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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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월드프리미엄 제품과 글로벌 생산 확대에 따른 품질관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

별·강종별 품질보증 체계 확립을 위한 진단 및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했다. 강
건재 300만 톤 판매체제 구축을 위해 강건재열연마케팅실을 강건재마케팅실과 열
연마케팅실로 분리했다. 경영지원본부 정보기획실은 기술연구원의 인공지능 전문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전사 스마트솔루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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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부로 이관했다.

3. 포스코투데이 오픈

을 2개 부문으로 재편했다. 철강I부문은 고객 중심 솔루션마케팅과 4차 산업혁명시

반의 새로운 사내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포스코투데이>를 오픈했다. 웹과 모바일을

같은 해 4월에는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제고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철강부문

대의 혁신기술 시너지 제고를 위해 철강사업본부와 기술투자본부를 편제했고, 철강

II부문은 월드프리미엄 제품 생산 확대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생산현장 스마타이

제이션 가속화를 위해 철강생산본부와 경영지원센터를 편제했다. 철강I부문장에는
오인환 사장을, 철강II부문장에는 장인화 사장을 보임했다.
2. 조직문화 쇄신

2014년 3월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된 임원인사에서 작고 강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

해 마케팅과 생산 외에 기획·구매 등과 같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임원의 수를

포스코는 2015년 9월 4일 <포스코신문>, 사내 블로그 등 SNS 매체를 통합한 웹 기
통한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그룹 임직원 누구나 주요 소식
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미디어를 신설함으로써 그룹 커뮤니케이션
을 활성화해 나갔다.

포스코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SNS를 활용해 사

내 블로그 <POSCO&>, 사외 블로그 <Hello POSCO> 등을 운영해 왔다. 1994년 창
간 이후 포스코의 대표적인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매체 역할을 수행했던 <포스코신
문>은 2015년 7월 30일 지령 제1081호로 종간됐다.

50% 이상 감축했다. 대신 성과를 내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임원제도를 도입하
고 R&D와 기술 분야는 물론 경영관리 분야에까지 이들을 보임했다.

2016년 2월에도 그룹 전체 임원 수를 전년 대비 110명 감소한 259명 수준으로 축소

했으며, 2017년 2월에도 임원 수를 전년 대비 12% 줄였다.

이와 함께 △긍정 분위기 형성을 위한 감사나눔 △불필요 업무 줄이기를 위한 워크

다이어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직원 간담회 등의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했

다. 감사나눔 활동은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방식으로서 일상에서 자연스럽

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계층별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
다. 전 직원 모두가 감사나눔 활동에 참여해 감사·칭찬·격려 등 긍정의 소통문화가 정
착되고, 나아가 직원들의 업무 몰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워크다이어트는 직원들이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업 외의 업무는 과감

히 폐지하고 반드시 해야 할 업무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업

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고·회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권한 30% 내리기, 보
고 30% 줄이기, 회의 30% 이상 없애기’의 ‘Three 30% Rules’를 시행했다. 커뮤니케
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최고경영층과 직원 간의 친밀감 형성 및 회사 전반
의 개선 니즈 발굴을 위해 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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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이로써 친환경

2장

전기자동차 구동모터용과 월드프리미엄 가전제품

고유기술 기반 철강사업 고도화

의 핵심소재인 최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
NO) 생산체제를 확고히 했다.

같은 해 4월 세계 최초로 기가스틸(Giga Steel)

전용 자동차강판 공장 7CGL을 준공했다. 7CGL은
연간 50만 톤의 인장강도 1.5기가파스칼(GPa)급

초고장력강판 생산능력을 갖췄다. 특히 1.5GPa급

광양 7CGL 준공(2017. 4. 26)

1절 철강사업 본원경쟁력 강화
1. 고부가가치강 생산 중심 투자 확대

자동차강판 중에서도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GA : Galvannealed Steel)과 용융아연도금강판(GI : Galvanized Steel) 모두를 생
산하는 세계 첫 공장으로 관심을 모았다.

글로벌 철강사들도 기가급 초고강도 강판을 생산하려 했으나 도금 전후 급속냉각

포스코는 내실 성장을 위해 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신규 투자를 억제했지만,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면 및 품질 문제로 1.2GPa급까지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포스

투자는 과감하게 집행했다.

설비 개발 및 제작, 공장 설계 및 시공을 모두 그동안 축적한 설비기술과 조업 노하우

월드프리미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늘리고 철강사업 본원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4년 10월 전로와 자동차강판 전용 연주기 신설 등 조강생산 능력 증강과 함께

추진한 광양 4열연공장을 준공했다. 광양 4열연공장에서 생산하는 연간 330만 톤의

제품은 대부분 해외 자동차강판 생산법인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제조사에 맞춤형으
로 공급해 고급 자동차강판과 고기능 강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공고히 했다.

2016년 5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강판 공장인 광양 4냉연공장의 산세소둔

설비를 최신예 설비로 업그레이드하는 합리화 공사를 완료했다. 설비 합리화를 통해

코는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1.5GPa급까지 생산한 것이었다. 7CGL의 핵심
를 바탕으로 자력으로 수행함으로써 투자비를 절감함은 물론 세계적인 기술력을 과

시했다. 포스코는 7CGL을 기존 5CGL과 함께 고급 자동차강판 공장으로 특화해 나

날이 고급화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강판
공급사로 입지를 굳혀 나갔다.

2017년 6월에는 포항 3고로를 내용적 5600m 규모의 초대형 스마트 고로로 개수
3

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내용적 5500m 이상 초대형 고로 다섯 기를 가동하는 세계
3

고품질 자동차강판의 안정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자동차제조사들의

최초의 철강사가 됐다.

톤 규모의 광양 4냉연공장은 주로 품질인증 기준이 엄격한 일본, 미주, 유럽 등의 자

2. 해외 생산 기반 강건화

해 왔다.

킹설비(Blanking Line)와 TWB 설비를 갖춘 POSCO-CFPC 3공장을 준공했다. 3공

고급 자동차강판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1997년부터 가동한 연산 220만
동차제조사에 공급되는 고장력강(AHSS : Advanced High Strength Steel)을 생산
2017년 2월에는 포항 무방향성 전기강판 생산능력 증강사업을 준공하고 생산량

을 종전 연산 8만 톤에서 16만 톤 규모로 늘렸다. 이는 전기자동차 구동모터코어 약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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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14년 12월 광둥성 포산(佛山)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자동차 외판 가공 블랭

장에 설치된 블랭킹설비는 해외법인 최초로 자동차강판은 물론 스테인리스, 알루미
늄 등 특수강 가공이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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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중국 우한(武漢)에 연산 17만 톤 규

력을 강화해 나갔다.

모의 POSCO-CWPC 2공장을 준공했다. 2016년 5

미주 포스코멕시코는 2014년 1월 50만 톤 규모의 2CGL을 준공해 자동차강판 연산

월에는 중국 자동차시장의 중심지인 충칭(重慶)과

9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했고, 솔루션마케팅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7월에는 멕시코

공했다. 충칭의 POSCO-CCPC는 연산 14만 톤 규

2공장이 글로벌 자동차제조사인 GM의 품질우수공급사로 처음 선정됐다. 2015년

청두(成都)에 자동차강판 가공센터를 잇따라 준

시티에 TSC를 개소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자동차강판 가공센터인 POSCO-MPPC

모의 2공장을 준공해 본격적인 제품 생산을 시작

했고, 청두의 POSCO-CDPC는 1·2공장의 생산라
인을 갖춘 연산 17만 톤 규모의 가공센터로 자동
차 내·외판을 가공해 중국 서부지역 글로벌 자동차

10월에는 멕시코에 연산 2만 5000톤의 가공 능력을 갖춘 선재 가공센터 POSCO해외 가공센터 최초로 판매 누계 500만 톤을 달성한 POSCO-CSPC
(2017. 12. 13)

제조사에 공급했다.

포스코의 첫 자동차강판 가공센터인 쑤저우(蘇州)의 POSCO-CSPC는 2017년 12

월 해외 가공센터 최초로 판매 누계 500만 톤을 돌파했다. 2003년 8월 법인 설립 후

MVWPC를 준공했다.

2014년 7월 미국 버밍햄 TSC를 시작으로 2015년 에너지사업 중심지인 미국 휴스

톤과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에 TSC를 개소했으며, 2017년 9월에는 인디아

나주에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선재 가공센터인 POSCO-AAPC 2공장을 준공하는
등 미주사업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했다.

동부제강,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업체인 발레(Vale)와 합작투자한 300만 톤 규모의

14년 만에 이룬 성과였다. 2004년 5월 1공장을 가동한 이후 2005년 월 1만 톤 판매체

브라질 CSP(Companhia Siderurgica do Pecem)제철소가 2016년 6월 조업에 들어

일 모양의 강판을 고객이 원하는 길이와 폭으로 잘라서 판매하는 일반 가공센터의

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북미 지역 원료 생산기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착실하게

제를 구축했고, 2016년 4공장까지 늘려 연간 47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특히 코

기능에 더해 강재를 금형에 넣어 부품을 찍어 내는 프레스 제품을 생산하는 등 고부
가가치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혀 왔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중국 스테인리스 시장의 공급 과잉과 페로니켈 가격의 급락

으로 제품가격이 급락하며 2015년에만 8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중국 정부의 생산능력 감축과 환경보호 정책 강화로 시황이 개선되고,

수익성 증대를 위한 고수익 제품판매 확대 및 극한적인 원가절감 노력이 결실을 맺

어 영업이익 1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원료와 자재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
하고, 고수익 월드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확대와 본원경쟁력 강화에 힘입어 설립 이

래 두 번째로 1억 달러를 초과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함으로써 시황에 관계없이 안정

갔다. 포스코건설과 함께 제철소 건설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현지 EPC사업 진출
수행해 나갔다.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찔레곤에 건설한 연산 300만 톤 규모의 일관제철소 크라카

타우포스코(KRAKATAU POSCO)는 2013년 12월 가동에 들어가 2014년 10월 안정
조업을 달성했다. 러시아와 중국산 저가 수입재 유입으로 인한 판매가격 하락으로 수
익성 회복이 더딘 상황이었지만, 현지 후판 판매 확대와 수입 철광석 대비 저가인 인

도네시아 철광석 사용 확대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그 결과
가동 4년 만인 2017년 14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2018년 1월에는 판매 누계
1000만 톤을 달성했다.

베트남의 중대형 봉·형강 시장 선점을 위해 2010년 5월 설립된 POSCO SS VINA는

적으로 흑자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정착했다.

2012년 6월 착공한 일관 밀을 2015년 6월 종합 준공했다. 설비는 120톤급 전기로를

차가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강소기업으로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

간 100만 톤의 철근·형강 생산이 가능하다.

장가항포항불수강은 중국 내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경쟁 밀과의 원가 및 기술력 격

화된 고급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고객사에 토털 솔루션을 선도적으로 제공하는 노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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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SS VINA는 공장 준공 이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봉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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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준공 후 1년 반 만에 공칭 능력 수준의 생산성과 판매처를 확보했고, 최소 3년

을 인도 고객사와 지역 철강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특히 포스코마하라슈트라

공시켰다. 공장 가동 1년 3개월 만인 2017년 7월에는 연산 50만 톤 체제를 구축했다.

공급량을 늘리면서 2017년부터 매출이 급증하는 등 인도사업의 연착륙을 이끌었다.

이상을 필요로 하는 중대형 형강 롤 사이즈 개발을 1년 반 만에 자체 기술력으로 성

2013년 11월 설립한 태국 현지법인 POSCO-TCS는 2016년 8월 아마타시 산업공단

는 토요타, 혼다, GM, 포드, 폭스바겐 등 인도 현지 진출 글로벌 자동차제조사들에
통상 리스크 저감 노력

포스코가 포스코멕시코(POSCO-Mexico)에 공급하는 냉연

에 연산 45만 톤 규모의 CGL을 준공했다. 이로써 태국 현지 가공법인은 물론 베트남

코일에 대한 멕시코 3대 철강회사의 반덤핑 제소로 2013년 6월 예비판정에서 60.4%

루션마케팅 체제를 구축했으며, 해외 부문에서 자동차강판 생산능력을 연간 225만

통해 2014년부터 연간 40만 톤, 2018년부터 연간 50만 톤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합의

생산법인 등과 함께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부터 가공·판매·기술지원까지 최적화된 솔
톤으로 늘렸다.

POSCO-TCS는 인근에 GM, 포드, 스즈키 등 6개의 글로벌 자동차제조사가 가동

라는 고율의 잠정관세율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멕시코 정부 및 제소업체와의 협상을
안을 도출함으로써 냉연제품을 계속 멕시코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글로벌 철강산업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

중이고, 람차방(Laemchabang) 항구와의 거리가 35km밖에 되지 않아 제품과 소

국산업 보호를 위해 포스코를 포함한 우리나라 철강업계에 대한 반덤핑 문제를 제

가공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POSCO-TCS는 가동 원년

나로 연결된 철강산업의 특성상 미국발 보호무역은 풍선효과를 타고 동남아 등 전

재의 물류조건이 매우 우수하며, 가공센터인 POSCO-TBPC가 인근에 있어 생산과
인 2016년에는 설비 및 조업 안정화, 초기 수주량 확보 등 신설 법인으로서의 초석을
다지는 활동을 중점 추진했으며, 토요타, 닛산, 혼다 등 주요 완성차업체로부터 품질

기하는 등 통상문제가 주요 리스크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시장이 하
세계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포스코는 대미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미국 철강업체인 US스틸과 합

인증이 완료되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강판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

작해 현지에 냉연회사 UPI를 가동하고 있었지만, 미국 정부는 2016년 UPI 공급용

모의 냉연공장을 준공했다. 이를 계기로 현지에서 냉연제품의 생산에서 판매 및 물

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2018년 3월에는 모든 철강제품에 일괄

인도 포스코마하라슈트라(POSCO-Maharashtra)는 2015년 1월 연산 180만 톤 규

류까지 이어지는 현지 완결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솔루션마케팅을 추진해 나감으
로써 글로벌 자동차강판 공급사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인도 시장의 성장 잠재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에 60%에 달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이후에도 후판과 선재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EU에서도 같은 해 7월 철강 세이프가드가 발효되는 등 수출
환경은 악화되고 있었다.

포스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법원과 WTO 제소 등 시정요구 조치

력에 주목한 포스코는 자동차 생산 주요 거점지

를 취했고, 국내 철강업계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통상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비롯해, 생산법인 포스코마하라슈트라, POSCO-

해 나가고 있으며, 통상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US스틸, 아르셀로미탈 등 해외 현

있다. 또 WP+ 전략과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출지역도 다변화

역에 대표법인인 포스코인디아(POSCO-India)를

지 철강기업과의 협력관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ESI(2017년 4월 포스코마하라슈트라와 합병), 물

류법인 POSCO-ISDC, 가공센터 POSCO-IPPC,
POSCO-IDPC, POSCO-ICPC, POSCO-IAPC를 잇
달아 설립했다. 이들 법인은 포스코와 유기적인 시

스템을 갖추고 세계 최고 품질의 다양한 철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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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냉연공장 준공(2015. 1. 22)

10편 경쟁력 회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

459

2절 솔루션마케팅 업그레이드
1. 고유기술 기반 솔루션마케팅 추진

철강사업 본원경쟁력 강화는 결국 시장경쟁력 강화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월드프

리미엄(WP) 제품 개발과 솔루션마케팅에 전사 역량을 집중했다. 솔루션마케팅은 기

존 EVI 활동에서 한층 진화된 개념으로 고객에게 ‘고기능 고품질 강재’라는 하드웨
어와 ‘강재 이용기술(기술적 솔루션)’ 및 ‘고객가치 창출(상업적 솔루션)’이라는 소프
트웨어를 함께 제공해 고객의 가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판매력과 수익력을

확보하는 활동이다. 예컨대 우수한 품질의 강판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형·용

접기술 등의 이용기술과 납기단축·물류개선·자금지원 등의 상업적 지원을 더해 고객
관점에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솔루션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3월 기술연구원의 제품이용기술

포스코 글로벌 EVI 포럼
(2014. 10. 27~29)

연구센터, 접합연구그룹 등 연구개발부서, 마케팅본부 내 GTC(Global Technical

2. 솔루션마케팅의 진화와 확산

업본부 내에 철강솔루션센터를 신설했다. 같은 해 4월에는 RIST의 강구조 연구기능

생을 이루기 위해 솔루션마케팅을 진화 발전시켜 나갔다.

Center, 해외법인의 품질설계와 기술서비스를 지원하는 조직) 기능을 통합해 철강사
을 철강솔루션센터로 이관하고, 판매실별로 분산된 EVI 기능을 통합해 EVI그룹을

포스코는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Total Solution Provider)’를 목표로 고객사와 상
2015년 2월 철강솔루션센터를 철강솔루션마케팅실로 명칭을 바꾸고, 산업별 솔루

신설했다.

션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조선·강건재열연·전기전자 마케팅실 내에 솔루션그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0월에는 ‘철강 공급사에서 솔루션 파트너로(From Steel

설했다.

또 솔루션마케팅을 많은 고객들에게 알리고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Supplier To Solution Partner)’라는 주제로 ‘Global EVI Forum’ 을 개최했다. 국내

룹을 신설했다. 4월에는 자동차소재·선재·스테인리스 마케팅실에도 솔루션그룹을 신
또 기존 솔루션마케팅 영역, 즉 기술적 솔루션(Technical Solution)과 상업적 솔

자동차, 조선, 가전업체는 물론 폭스바겐, 닛산 등 500여 개의 글로벌 고객사 관계자

루션(Commercial Solution)에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과 신뢰 구축을 통해 고

된 솔루션으로 고객의 성공과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된 솔루션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휴먼 솔루션의 일환으로 고객사의 생산설

1200명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권오준 회장은 직접 솔루션마케팅을 소개하고 차별화
포스코는 솔루션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경량화하고 고가의 소재를 대체하려는 고

객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2014년 솔루션마케팅 연계 판매량은 전년 대비 186% 증

가한 130만 2000톤을 기록했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월드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비율
도 33.3%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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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감동을 추구하는 휴먼 솔루션(Human Solution)을 추가해 더욱 포괄적이고 진화
비 진단과 개선, 기술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고객사의 고질적인 설비 및 제품 품질 문제
를 해결하고 비용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했다.

솔루션마케팅을 통해 고객사와 동반성장도 도모해 나갔다. 건축 분야에서는 2016

년 준공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현장에 메가트러스 구조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는

고강도 HSA800 강재를 적용한 콘크리트 합성 구조와 접합부 용접 시공기술 솔루션
10편 경쟁력 회복과 재도약 기반 마련

461

이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후판 및 형강 제품 약 3만 5000톤 전량을 수주했고, 고

객사를 대상으로 EVI활동을 전개해 왔다. 2014년

자동차강판 분야에서는 철강사로는 유일하게 이오랩(EOLAB) 개발에 참여해 경량

국내와 중국, 미주, 일본, 동남아, 인도, 유럽 등 7개

객사 역시 포스코의 솔루션을 통해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공사비를 절감했다.

에는 이를 솔루션마케팅을 강화한 TSC로 전환해

화 차체 구현에 필요한 솔루션을 공급함으로써 기존 차량 대비 약 30%의 중량 감소

권역의 주요 거점도시에 TSC를 설치했고, 2016년

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2014년 10월 파리모터쇼에 출품된 1리터 카(휘

7월에는 중국 TSC에 첨단장비를 갖춘 시험분석센

발유 1리터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는 고효율 친환경 자동차) 이오랩은 글로벌 자
동차제조사인 르노가 최고 연비를 모토로 개발한 자동차로서 차체 경량화를 포함
한 다양한 혁신기술을 접목했다.

솔루션마케팅을 글로벌 시장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국제기술전시회에 적극적으

로 참가해 월드프리미엄 제품과 함께 솔루션마케팅을 집중 홍보하고, 주요 거점지역
에 테크니컬서비스센터(TSC)를 확충했다.

2014년 5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세계해양기술박람회(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에 참가해 강재 공급계약 및 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의 성과를

거뒀다. 2016년 1월에는 ‘디트로이트 모터쇼’로 불리는 북미국제오토쇼(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에 참가해 철강사로서는 세계 최초로 기술

전시관을 열고 미래지향적 자동차 소재를 소개했다. 강도가 높으면서도 가공성이
좋은 트윕(TWIP)강, 고온성형과 급속냉각을 통해 자동차의 내충돌 성능을 강화한

터도 개소했다. TSC는 고객사 및 수요 산업별 니즈
POSCO China TSC 시험분석센터(2016. 7. 5 개소)

를 발굴하고 맞춤형 제품과 기술 솔루션을 제공함
으로써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갔고, 고객
접점에서 기술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갔다. 2018년

현재 국내 3개, 해외 31개 등 34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3. WP+ 전략과 솔루션마케팅 2.0

포스코는 솔루션마케팅 전개와 WP제품 판매 확대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
둔 만큼 2017년 3월 신중기전략에서는 이를 업그레이드해 WP제품의 판매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함께 ‘월드프리미엄플러스(WP+) 전략’을 새롭게 수
립했다.

WP제품은 월드베스트(WB), 월드퍼스트(WF), 월드모스트(WM) 제품을 통칭하

핫프레스포밍(Hot Press Forming)강 등의 월드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였다. 선재·

는 것으로, WP+는 기술 선도성 제품인 WF제품 전 품목, 시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을 전시하고, 포스코가 생산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강판을 모두 적용해

은 글로벌 톱 기술력을 선도하고 수익성도 극대화한다는 목적에 기반했다.

전기강판·스테인리스강·마그네슘판재 등을 응용한 초고강도·경량화 부품 30여 종
구성한 가장 이상적인 철강 차체도 공개했다. 특히 이러한 최고의 제품을 고객의 필

요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스코만의 솔루션마케팅을 함께 소개해 이목
을 집중시켰다.

글로벌 고객사를 상대로 한 기술전시회(POSCO Tech-Day)도 지속적으로 개최했

다. 2014년 5월 일본 토요타를 시작으로 2015년 1월 중국 토요타, 같은 해 9월 중국제

WB제품과 WM제품을 선정해 전략제품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WP+ 전략
솔루션마케팅도 솔루션마케팅 2.0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솔루션마케팅

2.0은 △속도·가치·수준을 혁신하는 혁신 솔루션마케팅 △첨단 IT 기술 기반의 디지

털 솔루션마케팅 △고객을 하나하나 케어하는 맞춤형 솔루션마케팅 등 세 가지 전
략으로 추진해 나갔다.

글로벌 솔루션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2월 베트남, 4월 중국에 솔루션마케

일기차그룹에서 기술전시회를 열고 월드프리미엄 제품과 가공기술을 소개했다.

팅센터를 신설했다. 특히 베트남 솔루션마케팅센터는 주택·에너지·인프라 중심으로

스센터를 대폭 확충했다. 그동안 서울과 중국 광저우에 테크니컬센터를 운영하며 고

강건재 솔루션마케팅센터로 설립됐다.

솔루션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 거점지역에 테크니컬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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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베트남 건설시장에 현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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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철강 고유기술 상용화

했으며, 다양한 광물의 이송용 강관 및 설비, 건설중장비, 군수용 방탄장비 등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갔다.

1. 기가스틸 등 차세대 혁신제품군 집중 개발

포스코는 2017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고기능 금속전에 참가해 고망간강 제품

포스코는 미래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차세대 건설용 강재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 해 세계 철강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포스

대 제품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플랫폼 기반의 협력사업을 통해 새로운 수요처를

수계약상(Deals of Distinction Award)’을 수상했다. 북미지적재산협회가 상을 제정

기가스틸, 고망간강, 고내식강 포스맥(PosMAC) 등 차세대 혁신제품을 중심으로 11
개발해 나갔다.

대표적 고부가가치 제품인 기가스틸(Giga Steel)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17년 4월

코와 엑손모빌이 북미지적재산협회로부터 화학·에너지·환경·소재 분야의 ‘올해의 우
한 이래 철강사가 수상한 것은 포스코가 처음이었다.

포스코가 개발한 포스맥은 중국시장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프레임으로 각광을 받

세계 최초로 전용 설비인 7CGL을 준공했다. 기가스틸은 단위면적(1mm )당 100kg

았다. 포스맥은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섞어 만든 초고내식 합금도금강판으로,

세로 15cm의 손바닥만한 크기 면적에 1톤 무게의 준중형차 1500대를 올려놓아도

한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철골 구조물의 부식이 빠른 옥외 장소나 고온 다습한 환경

2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고, 인장강도가 기가급(980MPa 이상)으로서, 가로 10cm,

견딜 수 있는 초고강도 강판이다. 기가스틸을 적용하면 알루미늄보다 3배 이상 강도
가 높고 성형성도 우수해 가벼우면서 강한 자동차 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

큼 안전하고 연비가 뛰어난 자동차 제작이 가능하다. 포스코는 국내 자동차제조사

기존의 용융아연도금 강판에 비해 5배 이상 부식에 강해 일명 ‘녹슬지 않는 철’로 통
시설물 등에 활용이 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프레임으로 인기를 모
으고 있다.

포스맥이 중국시장에서 각광받게 된 계기는 쑤저우에 있는 POSCO-CSPC가 공장

는 물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제조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기가스틸이 프리미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프레임을 포스맥으로 제작한 것이었다. POSCO-

또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과 5년간에 걸쳐 슬러리파이프 제작에 고망간강

부응해 친환경기업의 선도적 이미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추

엄 자동차강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을 적용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현장설치를 통한 품질검증까지 마치고, 2017년

3월부터 엑손모빌에 고망간강을 공급했다. 고망간강은 망간 함유량에 따라 내마모
성, 비자성(자성이 없는 성질), 고강도·고성형성, 극

CSPC는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장려 정책에
진했고, 이 과정에서 프레임을 포스맥으로 제작해 호평을 받았다. 포스코는 이를 계
기로 포스맥을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갔다.

한편 2016년 5월 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트 강판을 개발했다. 잉크젯 프린트 강판은

저온인성(극저온에서 강재가 깨지지 않는 성질) 등

완벽한 풀컬러 인쇄가 가능하고 해상도도 기존 프린트 강판 대비 4배 이상 높아, 가

이다. 특히 기존 소재 대비 내마모성이 5배 이상 우

포스코는 2017년 12월 그룹사인 포스코강판에 기술을 이전해 본격적인 사업화를

전, 인테리어 내장재, 가구 외판재 시장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됐다.

다양한 성질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철강제품

추진했다.

수하고 마모가 진행될수록 더 단단해지는 특성을

갖고 있어 슬러리파이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
릴 수 있게 됐다. 포스코는 엑손모빌에 고망간강을

공급한 것을 계기로 오일샌드산업을 타깃으로 한
슬러리파이프용 고망간강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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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기술 엔지니어링 강화로 SPB 성공모델 구현
TV 광고 ‘기가스틸로 철의 새시대를 열어갑니다’편(2017. 4. 8 첫 방송)

포스코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혁신적인 고유기술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에 나섰

다. 기술 판매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상황에서 철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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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창립 초기부터 지속적인 연구개발
로 축적한 기술 수준이 선진 철강사를 포함한 전 세계 철강사에 판매할 수 있는 수
준까지 올라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포스코는 2015년 2월 기업설명회에서 수익성 창출 중심의 고유기술 판매활동 강

화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이를 글로벌 POIST(POSCO Innovative Steelmaking

3장

차별화 역량 기반 미래성장 추진

Technology)로 확립해 나갔다. 이는 독자기술을 상업화하되, 패키지화한 플랫폼 사
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었다.

포스코의 이러한 전략은 이미 2013년 9월 중국 국영기업인 충칭강철(重慶鋼鐵)과

연산 30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합작협약을 체결하고, 2014
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맞아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경제통상협력
포럼에서 양사가 전략적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1절 신성장사업 추진 전략 재정립

적에 추가해 철강기술은 물론 설계 및 운영 등 생산을 제외한 엔지니어링 기술 판매

2014년 이후 투자 확대로 인한 재무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철강본업의 업황 저하와

(CEM : Compact Endless Cast & Rolling Mill) 등 고유기술의 상업화에 그치지 않

양적 확장보다는 내실 강화 방향으로 전환했다. 양적 성장을 위한 신규 투자보다는

2016년 3월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술 판매 및 엔지니어링 사업’을 사업 목

를 본격화했다. 포스코가 추진하는 기술 판매는 파이넥스, 압축연속주조압연설비

고, 엔지니어링, 제조 및 운영 노하우, 혁신방법론 등 솔루션에 기반한 플랫폼 비즈니
스(SPB : Solution-based Platform Business) 모델의 형태로 구체화했다.

포스코가 판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파이넥스, CEM 등을 꼽을 수 있다.

포스코는 충칭강철의 사례 외에도 이란 철강업체인 PKP(Pars Kohan Diar Parsian

비주력 사업의 부실규모 확대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자, 포스코는 경영 패러다임을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 및 원가·품질 경쟁력 확보 등 철강사업의 본원경쟁력 강
화, 핵심사업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재무구조 개선 등 질적 향상에 중점을
뒀다.

2014년 5월 기업설명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화한 신경영전략을 발표했다. 주

Steel Complex)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15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CEM 기

요 내용은 철강본업 집중 및 메가성장 기반 구축, 경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 구조조

기술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 7건을 추진하고 있다.

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메가 성장엔진 선정과 비핵심 사업의

술은 2015년 독일 철강엔지니어링 업체인 슐레만지마그(Schloemann Siemag)와

정, 재무구조 건전화 등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기존의 신성장사업
스마트 엑시트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종전에 포스코가 철강·소재·에너지 등 3대 산
업의 전후방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이었다면, 새로운 경영전략은 철강

사업의 본원경쟁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신성장사업도 고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
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원천소재와 청정에너지 사업을 메가 성장엔진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신성장 전략은 2017년 발표한 신중기전략에도 반영됐다. 신중기전략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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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차별화된 역량 기반의 미래성장 추진’이라는 어젠다 아래 고

유기술 기반의 에너지 저장소재 사업과 에너지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 인더
스트리 플랫폼을 활용한 신사업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

2절 에너지 저장소재 부문
1. 리튬 사업

리튬은 이차전지의 필수 소재로서 특히 전기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급
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생산 강국임에도 핵심 소재인 리튬은 전량 수
입에 의존해 왔다.

포스코는 2010년 화학반응을 이용한 리튬 직접추출 기술을 개발한 이후 2011년

광양 PosLX 공장 준공
(2017. 2. 7)

연산 2톤급, 2013년 20톤급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하면서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위한

부터 연간 최대 24만 톤의 리튬정광을 도입하게 됐으며, 이는 수산화리튬과 탄산리

염호에서 연산 200톤 규모의 실증 플랜트를 가동해 대량 생산과 경제성 확보 가능성

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설비를 가동했다. 수산화리튬은 고성능 전기자동차용 배

실증연구를 가속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1월 아르헨티나 카우차리(Cauchari)

을 확인하고, 2016년 2월에는 아르헨티나 포주엘로스(Pozuelos) 염호에 연산 2500톤
규모의 상업용 리튬 생산설비를 착공했다.

한편 포스코는 남미의 염호 확보가 지연되자 폐이차전지와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

튬 4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같은 해 4월에는 광양 PosLX 공장에 연산 1500

터리에 주로 사용되며, 국내 업체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품위 수산화리튬
을 국산화함에 따라 국내 이차전지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리튬 사업이 독자 염호와 원료 다변화 기술 확보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

할 수 있는 대체 기술도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 2월 광양에 연산 2500톤 규

는 만큼 이에 대비한 연구개발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기자동차 증가

PosLX 공장은 염수뿐만 아니라 폐이차전지에서 추출한 인산리튬도 원료로 사용해

했다. 특히 2019년까지는 사업화에 성공해 2030년까지 국내외에 4만 3000톤 생산체

모의 리튬 상용화 플랜트인 PosLX(POSCO Lithium Extraction) 공장을 착공했다.
탄산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 리튬 추출기술 개발 7년 만인 2017년 2월 가동에 들어간

PosLX 공장은 국내 최초로 폐이차전지를 이용한 탄산리튬을 생산하기 시작해 연말

로 인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세계 리튬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해 나가기로
제를 구축해 글로벌 리튬 공급사로 성장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음극재와 양극재의 생산능력 증강과 제조기술 개

까지 240톤을 생산했다. 생산된 탄산리튬은 이차전지용 양극재 제작 그룹사인 포스

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천연흑연계 이차전지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켐텍은 2015

포스코는 리튬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8년 2월 서호주 필강구라

또 2015년부터 상업 생산한 침상코크스를 활용한 인조흑연계 음극재 사업화도

코ESM을 비롯해 이차전지 제조업체인 LG화학, 삼성SDI 등에 공급했다.

(Pilgangoora) 리튬 광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광산개발 전문기업 필바라

(Pilbara Minerals) 지분 인수와 함께 리튬정광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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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매년 생산설비를 증설해 연산 1만 6000톤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추진하고 있다. 인조흑연계 음극재는 천연흑연계에 비해 구조가 안정적이고 수명이
2~3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차전지 양극재와 금속계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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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은 2014년 7월부터 전기자동차용 음극재 리튬티탄산화물(LTO)을 양산하기 시

2025년까지 연간 4만 톤 규모의 고순도 니켈 양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Gradient-Nickel Cobalt Manganese)’ 양산에 성공해 LG화학에 납품하고 있다.

3. 전기자동차 소재 밸류체인 확대

립 계약을 체결해 세계 최대의 리튬이온전지 시장인 중국에 진출했고, 3월에는 포스

로 이어지는 전기자동차 소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그룹 차원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

작했으며, 2017년 1월부터 저속 전기자동차용 고용량 양극재인 ‘PG-NCM(POSCO

한편 2018년 1월 중국 화유코발트와 이차전지 양극재 및 전구체 생산 합작법인 설

코와 삼성SDI 컨소시엄이 칠레의 양극재 생산 프로젝트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칠레의 리튬을 수출 최저가로 공급받아 2021년 하반기부터 연간 3200톤의 전기자동
차용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2. 니켈 사업

포스코는 그룹사와 함께 차체 경량화 소재, 배터리 소재, 고효율 모터, 충전 인프라
하기 위한 채비를 갖춰 나갔다.

포스코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세계 최고·최대 규모의 기가스틸 양산체제를

구축해 차체 경량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기가스틸을 적용하면 알루미늄 등 대체 소
재보다 경제적이며, 가공성도 우수해 더 복잡한 형상의 제품도 만들 수 있다.

또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리튬 사업은 2017년 2월 연산 2500톤급 리튬 생산공장

스테인리스강의 주원료인 페로니켈과 기타 부산물을 생산하는 SNNC는 2015년 3월

(PosLX)을 가동해 생산된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은 양극재 제작 그룹사인 포스코

대함으로써 국내 니켈 자급률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2기 설비는 시운전

구동모터의 핵심소재인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 NO) 생산도 연간 16만 톤 규모로

2기 능력증강 사업을 완료하고 연간 3만 톤 규모인 생산능력을 5만 4000톤으로 확
에서 출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해외 기술지원 없이 자력으로 이뤄냄으로써 기술력을
입증했다.

포스코는 니켈 광석 채굴-니켈 제련-스테인리스강 제조로 이어지는 세계 최초의 일

관생산체제를 구축했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매장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한 주
품위 니켈광을 이용한 니켈 습식제련 기술인 PosNEP의 상업화를 추진했다.

2014년 2단계 파일럿 플랜트를 통해 공정기술 최적화와 함께 시험생산을 진행했다.

주공정 연속조업 기술을 검증하고 부산물 회수공정 최적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품질

ESM을 비롯해 이차전지 제조업체인 LG화학, 삼성SDI 등에 공급하고 있다. 또 전기차
확대해 국내 시장 점유율 100%를 유지하고 있다.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 특화된 그룹사들도 밸류체인 형성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 나

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자동차용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켐텍은 연간 1만
6000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포스코ESM은 포스코로부터 탄산리튬을 공급

받아 양극재를 생산해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에 니켈 80% 이상의 고용량 NCM을 판
매하고 있다.

전기차 구동모터 부문은 포스코대우의 TMC사업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포스코가

확보에 성공했다. 2015년 1월에는 니켈 습식제련 조업 모델을 구축하고 코발트 등 2차

생산하는 최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 NO)을 소재로 전기차용 고효율 구동모

축을 위한 엔지니어링과 저원가 조업기술 개발 등 핵심공정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나

루미늄을 도금한 핫프레스포밍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포스코ICT는 전

제품의 제조공정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제조 기술 등을 검증했으며, 데모 플랜트 구
갔다.

2016년부터는 저품위 니켈광을 이용해 경제성이 월등히 우수한 고순도 니켈 제조

공정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2017년 고순도 니켈 제조공정에 대한 파일럿 기
술을 확립했다. 현재는 전 공정이 연속공정으로 구성된 1000톤급 3단계 파일럿 플랜
트 건설 단계에 있다. 포스코는 2019년까지 니켈 제련 프로젝트의 사업화에 성공하고
470

포스코 50년 통사

터 코어를 제작해 주요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또 포스코강판은 기가스틸에 알

기차 공용 충전기 관련 국내 최대 민간사업자로서 전국에 700여 개의 충전소를 설치
해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구축된 밸류체인을 더욱 확대 강
화해 미래 성장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그룹사와 함께 2017년 10월 송도 글로벌 R&D센터에서 ‘글로

벌 전기차 소재 포럼’을 개최했다. ‘전기차 소재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의 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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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2016년부터 열량조절용 LPG 사용량 증가에 따라 미국산 액화석유가스

(LPG : Liquified Petroleum Gas)를 미국 현지 가격지표인 몽벨뷰(Mont Belvieu)

에 연동해 직접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2016년 6월 광양 LNG터미널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인 5만 톤 급(8만 6000KL) LPG저장탱크 1기와 하역 및 송출에 필요
한 부대 설비를 준공했다. 포스코는 LNG와 LPG를 병행 공급함으로써 천연가스의

도입-열량조절-송출에 이르는 토털솔루션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광양 LNG터미널을
국내 최초의 종합 연료공급 터미널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룹사인 포스코대우는 성공적인 미얀마 가스전 개발과 운영 등을 통해 에너지사

글로벌 전기차 소재 포럼
(2017. 10. 30)

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국내외 150여 개 고객사의 380여 명이 참석했다. 포스
코는 이날 포럼에서 △전기차 경량화 시대를 여는 포스코 기가스틸 및 이용 솔루션 △

구동모터 개발 동향 △전기차 배터리 기술 동향 등 3개 분야에 걸친 주제 발표와 제품
전시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절 에너지 부문
1. 가스 및 해외 민자발전 사업

신성장 사업의 또 다른 축인 클린에너지 분야는 가스 및 해외 민자발전 사업(IPP :
Independent Power Plant) 확대와 포스코형 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 사업
육성으로 방향을 정립했다.

가스 부문은 생산·트레이딩·저장·발전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사업

업 디벨로퍼(Developer)로서의 역량을 전 세계 메이저 회사들로부터 인정받았다. 이

를 계기로 방글라데시 등 현재 탐사 중인 광구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생산으로
까지 이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액화, LNG 트레이딩, 수출입 LNG터미널, 가스복합
화력 발전 및 벙커링 사업에 이르는 ‘가스 생산에서 발전까지(Gas to Power)’ 종합 사

업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는 가스사업 확대 전략에 따라 2018년 4월 싱가
포르에 LNG 트레이딩 회사를 설립했다.

해외 IPP 부문은 포스코에너지의 베트남 몽즈엉(Mong Duong)II 석탄화력발

전소, 포스코대우의 파푸아뉴기니 라에(LAE) 발전소 등 이미 가동 중인 발전소

의 안정적 운영에 주력하고, 70MW 규모의 미얀마 쉐타옹(Shwetaung) 발전소와
1200MW 규모의 베트남 뀐랍(Quynh Lap)II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차질없이 진행

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전략국가를 중심으로 포스코와

그룹사가 공동 참여하는 IPP 프로젝트를 개발해 수주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
기간의 태양광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등에서 태양광 중

심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들 사업을 통해 2025년
에 4조 8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미얀마 가스전 상업생산, 광양 LNG터미널 등 기존 사

2.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로 확대하고, LNG 트레이딩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LNG 터미널을

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신재생 발전과 에너지저장 시스템(ESS :

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저장 탱크를 추가 증설해 LNG 미드스트림 사업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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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형 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 사업은 시티그리드(City Grid) 사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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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Storage System),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소규모 지역에 독립적인 전
력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포스코ICT는 2010년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ESS와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도서와 도심 지역, 산업단지에 적용 가능한 마이
크로그리드 구축 기술을 확보했다. 같은 해 광양 산소공장에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4장

비철강사업 수익성 향상

마이크로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전 및 자동제어 솔루션 개발, 에너지관리 시

스템과 각종 솔루션 연계 등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2013년에는 사업화에 돌입해 두
산중공업의 발전 및 선박소재 생산공정에 마이크로그리드를 적용한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5년 아프리카 모잠비크와 2016년 캐나다 등 해외 마이크
로그리드 구축 사업에 참여했다.

1절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마트시티, 스마트에너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1. 수익성 관점의 사업구조 최적화

위의 전력공급 서비스다. 포스코는 국내 전력시장 개방에 대비해 포스코형 마이크

기본방침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철강본업을 제외한 어떤 사업이라도 대상

2015년부터 포스코ICT,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 그룹사의 역량을 통합해 스

시티그리드 사업은 빌딩을 포함한 도시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하는 도시 단
로그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시티그리드 사업을 론칭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태양광발전 플랫폼 사업은 태양광 패널과 건물의 외장재를

일체화한 발전 설비인 Solar Roof & Wall 모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8년 7월 준공한 포항 스마트데이터센터 외벽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에서 개발한 컬러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모듈이 적용됐다.

포스코는 이 가운데 상업화가 가장 빨리 추진될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2019년부

터 가속화해 2025년에는 매출 4조 5000억 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성 관점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구조조정의
이 될 수 있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국내 1위권에 속하지 않거나 철강 핵심사업의 경

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비핵심사업을 우선 대상으
로 검토하고 △우량 계열사라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 이상은 매각하거나 기업
공개를 추진하며 △그룹 사업구조 효율화를 위한 사업 통합, 교환 혹은 분리 등 내
부 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의 첫 행보는 2014년 3월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를 상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 글로벌본드는 2009년 3월 5년 만기, 연리 8.75%로 발행했
으며, 만기를 앞두고 2013년 12월 연리 1%대의 사무라이 채권을 발행해 상환함으로
써 연간 이자비용 570억 원을 절감했다.

2014년 하반기부터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비핵심사업과

자산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특수강 지분 매각, 포스코우루
과이 매각, 포스화인 매각이 이뤄졌다. 포스코특수강은 양호한 경영성과를 달성하
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수강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며, 이를 위

해서는 당시 특수강 국내 1위 기업인 세아그룹으로 업종 전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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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판단에 따라 매각이 이뤄졌다.

업이익의 증대, 고위험 자산의 매각에 따른 잠재 부실 제거 등의 효과를 거뒀다. 또

해 한층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미국 USP 지분 매각, 포스하이알 법정관리

여 나갔다.

2015년에는 현재 또는 미래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저수익 비핵심사업에 대

신청, 뉴알텍과 포뉴텍 지분 매각 등이 이뤄졌다. 7월 경영쇄신안 발표와 혁신 포스

재고 감축으로 순운전자본을 줄이고, 내실위주의 경영으로 불요불급한 투자비를 줄

이러한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은 경영실적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졌다. 세계

코 2.0 추진을 기점으로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해 포레카 매각을 비롯, 포스코인베

철강시장 불황으로 인한 생산 및 판매량 감소로 별도기준 매출액은 권오준 회장 취

했다.

감, 고부가가치 월드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 등으로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2조 2000

스트와 포스코아시아(POSCO-Asia)를 합병하는 등 34개 그룹사의 구조조정을 완료
경쟁력 강화와 통합 운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그룹사 간의 합병도 이뤄

졌다. 포스하이메탈과 포스코그린가스텍을 흡수 합병했고, 포스코AST·포스코
TMC·SPFC를 포스코P&S로 합병해 포스코대우(2016년 3월 대우인터내셔널에서

사명 변경)와 합병했으며, 포스코엔지니어링은 포스코건설로 통합했다. 또 포스코
LED, 포스코특수강 잔여 지분,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했고, 포스
코건설 사옥 등 부동산도 매각했다. 포스코플랜텍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포스코는 비상장 그룹사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서도 재무구조를 개선했다. 2015

년 6월 포스코건설 지분 38%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인베스트먼트펀드

(PIF)에 매각해 1조 24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
했다.

2. 재무구조 개선 가시적 성과

포스코는 2014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150건에 달하는 그룹사 및 출자자산 구
조조정을 단행해 혁신 포스코를 추진하면서 설정했던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7조 원
의 재무효과를 거뒀다.

추진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룹사 구조조정은 포스코특수강과 포스화인 등

임 당시 30조 1000억 원에서 2017년 28조 5538억 원으로 다소 떨어졌지만, 원가절

억 원에서 2조 9025억 원으로 늘어났고, 특히 당기순이익은 1조 6000억 원에서 2조
5457억 원으로 1조 원가량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10.2%로 2016년 이후 두 자릿수
를 이어 갔다.

부채 비율도 별도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저 수준인 16.9%로 줄였고, 내실경영을 통

한 현금 창출 능력 제고, 저수익자산 매각 등 비부채성 자금조달을 통한 추가자금

확보, 차입금 상환, 자금시재 증가 등으로 차입금 규모도 2013년 8조 7000억 원에서
2017년 3조 9000억 원으로 줄였다.

포스코는 경영혁신과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신

용등급이 상향됐다. 2016년 10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s)가 포스코

의 신용등급을 ‘Baa2,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2017년 2월에는 스탠더드앤드푸어

스(S&P)도 ‘BBB+,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신용등급은 이후 더욱 상향돼
2017년 10월 무디스가 ‘Baa2, 안정적’을 ‘긍정적’으로, 2018년 6월에는 무디스가 지난

2013년 ‘Baa1’에서 ‘Baa2’로 한 단계 강등한 이후 5년만에 ‘Baa1, 안정적’으로 1단계
상향했고, S&P도 ‘BBB+, 안정적’을 ‘긍정적’으로 조정했다.

매각, 포스코플랜텍 등 워크아웃, 포스코P&S와 포스코엔지니어링 합병 등 모두 85

2절 그룹경영 효율성 제고

옥 등 부동산 매각, 그 밖에 비수익 사업 중단 및 축소 등 65건이었다. 이를 통해 5조

1. 국내외 그룹사 사업체제 정비

는 등 7조 원에 달하는 재무개선 효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적자사업 중단에 따른 영

를 강화해 나갔다. 2014년 3월 가치경영실을 신설해 포스코 및 그룹사 사업구조 재편

건이었으며, 자산 구조조정은 포스코건설, SK텔레콤 등 지분 매각, 포스코건설 사

7000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차입금 1조 3000억 원을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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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적 부가가치(EVA)를 핵심성과지표(KPI)
로 설정해 목표관리를 강화하는 등 그룹 차원의 가치경영을 적용했다.

그룹 사업 구조조정의 큰 방향은 철강사업의 본원경쟁력을 강화해 그룹 캐시카우

및 성장의 기반으로 삼고, 그룹 사업은 무역·인프라·에너지·소재 등 4개 도메인으로

재정비했다. 그 연장선에서 각 사업 부문이 경영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관리 강화와
성과 극대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문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인 솔루션 트레이딩, 스마트 시스템, 발전사업, 에너지 소재 등에서 차별화된 경
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또 사업군별 책임관리 강화를 위해 대표기업을 중심으

2. 그룹사 사업부문 스트림라이닝 추진

포스코는 2017년 신중기전략을 추진하면서 당초 혁신 포스코에서 목표했던 과

제 가운데 추진되지 못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했다. 이는 혁신 포스코의 성과에 만

족하지 않고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가동함으로써 신중기전략 추진을 위한 굳건
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였다. 특히 그룹사 내 저수익 사업부문 스트림라이닝
(Streamlining)과 사업군별 고유역량 확보를 통한 경쟁력 차별화를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갔다.

철강유통 사업군과 E&C 사업군의 구조조정 안착과 에너지 사업군 재편을 목표로

로 사업체제를 정비해 각 그룹사가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독자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

그룹사 내 저수익 사업부문의 스트림라이닝을 본격 추진했다. 이는 단순히 사업부

특히 해외 주요 전략지역에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룹 시너지

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을 사업군별로 재편해 경쟁력과 시너지를 강화하고자 한

게 했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5년 1월 대표법인제도를 도입했다. 2015년 기준 그룹 차
원의 해외법인 수는 175개, 지사와 사무소를 포함하면 222개에 달했다. 포스코는

문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익 사업부문은 스마트 엑시트(Smart Exit)를 추진
것이었다.

이에 따라 철강유통 사업군은 철강 영업력 강화 및 해외 유통망 효율화에 주안점

해외법인 관리체계를 개편해 기존의 거점법인을 대표법인으로 격상시키고, 일부 전

을 뒀고, E&C 사업군은 다운사이징 및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화 추진에 방점을 뒀

포스코재팬(POSCO-Japan), 포스코사우스아시아(POSCO-SouthAsia), 포스코인

문의 영업이익을 신중기전략이 마무리되는 2019년에는 1조 5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략국가에는 대표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차이나(POSCO-China),

디아(POSCO-India), 포스코오스트레일리아(POSCO-Australia), 포스코아프리카
(POSCO-Africa) 등 기존 법인을 대표법인으로 전환하고 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다. 포스코는 이를 통해 2014년 이후 3개년간 평균 6000억 원에 그친 비철강 사업부
했다.

대표법인을 신설했다.

대표법인은 전략지역에서 그룹의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사업 발굴과 프로젝

트 공동 수주, 현지법인 지원 등의 시너지 창출을 주도했다. 또 동일 권역·국가 내에

흩어져 있던 사무실 등 그룹사 인프라를 통합 운영하고, 현지 채용 전문인력 및 대외

네트워크 등을 공동 활용했다. 법인 간 업무를 공유하고 지역별 사업협의회를 정례
화하는 등 정보교류의 폭을 넓혀 갔다.

포스코는 사업군별로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룹사를 유기적으로 통합 관

리하고, 그룹 차원의 융합형 사업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포스코패밀리 관통형 융

복합사업 육성 △스마트 인더스트리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기회 발굴 △신흥국 대상
제안형 사업개발 추진 역량 강화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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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OSCO 추진

1절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식 정착
1. 포스코 고유 혁신 방법론 POSTIM 정립

IP 페스티벌 2017
(2017. 12. 6~7)

포스코는 2014년 3월 권오준 회장 취임과 함께 선포한 비전 ‘POSCO the Great’를 달

System) △구동 설비 위주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유의 방법으로 품질불량, 조

식이란 수익성 향상과 정성적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단기간에 경영

으로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몰입하는 활동인

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
자원을 집중 지원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이었다.

2014년 8월에는 품질(Quality)·설비 안정(Stability)·안전(Safety) 관점에서 개선

업장애, 안전재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인 QSS+ △화합과 긍정의 조직문화를 바탕
SWP(Smart Work Place)로 구성됐다.

2015년 6월에는 임직원에게 가장 익숙한 6시그마를 기반으로 트리즈(TRIZ), 가치

활동을 추진하고 강건한 제조현장을 만들기 위해 QSS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공학(VE), TESAL(Target·Explore·Spark·Accelerate·Launch) 등 다양한 혁신 방법

QSS를 운영하며 큰 성과를 달성했으나, 이를 각 현장과 부서의 특성을 반영해 업그

인 POSTIM을 PSS+, QSS+, SWP로 재구성했다. 종전 방법론들과 달리 활용 유연성

QSS+(Quick Six Sigma Plus)를 선포했다. 포스코는 2005년부터 고유의 혁신활동인
레이드함으로써 더 내실 있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QSS+로 새롭게 정립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기존 혁신활동 추진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포스코 고유의 혁신

방법인 POSTIM(POSCO Total Innovation Methodology)을 새롭게 정립했다.

론들을 통합한 PSS+(POSCO Six Sigma Plus)를 개발하고, 포스코 고유의 혁신모델

을 강조한 PSS+는 형식적인 절차를 지양하고 프로젝트 발굴과 탁월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성 향상과 정성적 목표 달성을 도모했다.

포스코는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식 선포 이후 IP(Innovation POSCO) 프로젝

POSTIM은 ‘POSCO the Great’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실행 엔진으로 일과 혁신의

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인 전문임원제

이는 업무환경 조성, 기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 양성 및 우대 등을 기본 원

도도 확대했다. PCP제도는 핵심 역량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

일체화, 자발적인 참여와 성과에 상응한 보상, 창의적인 활동과 본업 집중도를 높
칙으로 했다. POSTIM은 △수익성 향상과 정성적 목표달성을 위해 프로젝트를 발

굴하고, 탁월한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업무방식인 PWS(Project-based Working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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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격적인 성과보상제도 도입

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윤리기준을 변경했다. 특히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로젝트 특별보상제도를 신설했다. 특별보상제도는 프로젝트 발굴-선정-팀 구성-수행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참조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발생하

포스코는 2014년 8월 임직원의 도전 의욕 고취와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IP 프
및 평가-보상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식에서 ‘보상’ 프로
세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포스코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성과에 파격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특별보상제

인권존중 규정을 별도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는 인권 관련 이슈의 예방과 조치를 위한 사내 실무 매뉴얼로서 ‘포스코 인권보호 가
이드라인’도 별도로 운용했다.

포스코는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고 성과 중시의 기업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5월 금

도 시행 관련 6대 원칙을 마련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정량

품 수수, 환경, 성윤리 위반, 정보 조작 등 4대 비윤리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와 경

한 성과 검증 △통상이익을 초과한 실현이익에 비례하는 보상 △개인 기여도에 따른

과 관련한 청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00% 경쟁, 100% 기록, 100% 공개 등 ‘3

과 정성 프로젝트에 따른 보상 방식의 차별화 △공정한 보상을 위한 엄격하고 정확
보상금의 차등적 배분 △보상금은 성과가 입증된 시점에 일시불 지급 △파격적인 보
상이 가능하도록 인당 한도 미설정 등이었다.

특별보상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2018년 3월 글로벌 대기업 향 스마트기기용 스

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 납품, 외주, 인사 등
대 100% 원칙’을 적용했다. 2016년 1월부터는 ‘클린포스코 시스템’을 통한 청탁·추천 기
록 관리도 강화했다.

포스코는 이어 그룹 차원의 윤리경영과 준법경영 강화 의지를 2018년 1월 조직개

테인리스 열연 소재 개발 및 양산 프로젝트가 93억 8000만 원의 최대 이익을 실현

편에 반영했다. 준법지원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 Foreign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사·모니터링의 시너지 확보를 위해 경영진단 기능도 정도경영실로 통합했다.

했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리더에게 개인보상금 1억 원을 포함해 프로젝트팀에 4억

2절 윤리경영 강화와 동반성장 가속화
1. 글로벌 수준 윤리경영체제 구축

윤리경영의 글로벌 트렌드는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는 반부패 위주의 소극적 의미에

서 기업을 둘러싼 생태계와 공존하고 상생하는 실천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변
화하고 있었다.

포스코 역시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2014년 6월 인권 존중,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등

Corrupt Practices Act) 준수와 공정거래 지원기능을 법무실로 통합하고, 사전진단·감

2. 사회공헌사업 확대

2013년 11월 출범한 1%나눔재단은 ‘스틸빌리지(Steel Village)’ 등 다양한 사업을 추
진했다. 1%나눔재단의 대표사업인 스틸빌리지는 포스코가 보유한 역량과 업의 특성

을 활용해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프

로그램이다.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현지법인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전개한 스틸빌리지 사업에는 국내와 현지의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2007년
결성된 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도 꾸준히 참여했다.

포스코의 스틸빌리지 사업은 유엔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국제적으로도

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윤리규범을 시행했다. 금품·접대·편의 등 주로 이해

주목받았다. 유엔은 2017년 11월 스틸빌리지 사업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존중, 환경 보호, 상생, 사회공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해 시행에 들어갔다.

선도 모델로 선정하고 공식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채택했다. SDGs는 인류 발

관계 상충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던 윤리규범 실천지침도 고객과 투자자 보호, 인권
이와 함께 공급사·외주파트너사·고객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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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이 채택한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다. 스틸빌리지 사업이 SDGs 우수 사례로 등

2. 스마트팩토리 추진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였다. 2015년부터는 제조업 근로자들

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결합해 원료 구매에서부터

재된 데 이어 선도 모델로 공식 채택된 것은 포스코의 지구촌 주거 빈곤 해결 노력이

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 금속문화재
지원사업인 ‘이음展’ 등 다양한 문화유산 보존계승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권오준 회장은 2017년 10월 세계철강협회(WSA)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권오

준 회장은 사장 재임 당시인 2012년부터 WSA 기술분과위원장에 선임됐고, 2014년
회장 취임 이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3절 그룹 사업 스마트화
1.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대의 도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는 포스코가 50년 동안 축적한 제철 전 공정의 노하우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생산현장을 구현함으로써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가장
경제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지능형 제철소를 구현한다는 개념이다.

포스코는 2016년 대외적으로 스마트포스코를 선언하기 이전부터 스마트화를 위

한 핵심역량을 축적해 왔다. 그 첫걸음으로 2015년 7월 광양 후판공장을 시범공장으

로 선정하고, 포스코, 포스코ICT, RIST, 포항공대뿐만 아니라 국내 전문 교수들도
다수 참여하는 그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스마트팩토리 관련 자력기술 개
발에 착수했다. 이어 스마트팩토리를 사물인터넷 기반의 조업상황 예측 및 진단, 최
적 제어가 이뤄지는 지능형 제조공장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광양
후판공장과 포항 2열연공장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광양 후판공장은 조업·품질·설비를 아우르는 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과 함께 각

포스코는 2017년 3월 신중기전략의 4대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철강사업 본

종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선행 분석체계를 구축해

(Smartization)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포스코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대를 맞

을 활용한 스마트화 기술을 구축해 나갔다.

원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그룹 사업 스마타이제이션
이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스마트포스코(Smart POSCO)의 연장선에 있
는 것이었다.

스마트 시대란 IT 융·복합을 기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사

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 간 경

일관생산 공정의 스마트화를 추진했으며, 포항 2열연공장도 레이저 센서와 인공지능
2016년 2월에는 스마트 M&S(Machine & Safety)와 파워플랜트로 범위를 확대

하고 6월에는 스마트포스코를 구현해 나갈 자체 인더스트리 플랫폼인 포스프레임

(PosFrame)을 오픈했다. 포스프레임은 도메인 지식을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는

그룹 공통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이를 기반
으로 스마트포스코를 향한 스마타이제이션을 본

계 파괴와 기업·국가·산업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 등이 특징이다. 20세기 후반 3차 산

격적으로 추진했다.

업혁명을 통한 IT 기반의 정보화사회를 거쳐 21세기 초부터 4차 산업혁명을 통한 IT

2017년 6월에는 포스프레임에서 인공지능을 지

융·복합의 스마트 시대가 도래한 것이었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독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제조업을

원하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스마트포스코의 실행력

표적인 사례로 GE는 프리딕스(Predix), 지멘스는 마인드스피어(Mind Sphere)를 자체

와 그룹사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포항공대와

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포스코

중심으로 스마트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였다. 대
플랫폼으로 구축해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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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 사업 스마타이제이션 추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고품질·고효율·무재해 지능형 제철소를 구현하

고, 2016년 1월에는 전사 및 그룹사 전체의 스마타이제이션 기반 조성을 위해 회장

B&C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사업 분야에서 스마트 더샵(the #) 모델, 스마트시티 모델

포스코는 스마트팩토리 시범공장 가동을 통해 스마트포스코의 가능성을 확인하
직속으로 스마트 솔루션 카운슬(SSC : Smart Solution Council)을 발족했다. SSC
는 그룹 스마트화 방향과 정책의 리딩, 그룹사 간 융합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분야

별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룹 내 전문가들의 협업과 노하우 공유 활동을 전

개했다. 이를 위해 산하에 스마트팩토리, 스마트B&C(Smart Building & City), 스
마트에너지(Smart Energy) 등 3개 분과를 두고 포스코와 관련 그룹사 임원들까지
참여시켰다.

이어 2017년 3월 신중기전략 발표에 이어 4월에 미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스마트포스코를 철강사업뿐만 아니라 포스코와 그룹 사업 전반으로 확장했다. 회장

고, WP+ 제품의 최저 원가 생산과 최고 품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스마트

을 개발해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스마트 더샵 모델 구축과 3D 빌딩정보관리

(BIM : Building Information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설계·시공·운
영 작업을 스마트화한 지능형 공간을 구현하고, 전 공정에 걸쳐 시공 품질을 향상시
키고, 운영 및 유지관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스마트에너지는 스마트 파워

플랜트 확산과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확보를 목표로 했다. 모델 파워플랜트를 완성하

고, 효율 향상 및 고장 예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데이터 기반 스마트 발전소를 구
현함으로써 발전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사업 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2018년 1월에는 애플 신사옥과 아마존의 데이터센터를 건설한 미국 DPR건설

직속의 독립협의체였던 SSC도 미래성장위원회 산하 스마트 솔루션 분과로 재편하

과 스마트 데이터센터와 포스프레임 기반 스마트팩토리 건설을 공동 추진하고, 3차

스트리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Smart POSCO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

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 스마트매니지먼트(Smart Management) 분야를 추가했다. 포스코는 ‘그룹 인더

고, ‘Smart POSCO, Smartization을 기반으로 Biz. Transformation’을 슬로건으로

원 가상현실에서 설계 및 공사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건설 기술을 클라우드 기반으
3대 영역에 걸친 스마타이제이션과 스마트 솔루션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

설정했다.

가 및 품질 경쟁력 강화로 영업이익을 향상시킴으로써 본원경쟁력을 강화하고 △수

마타이제이션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룹 사업 스마타이제이션은 △스마타이제이

목표로 했다.

포스코는 미래성장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스마트포스코 구현을 위한 그룹 사업 스

션 기반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단계적 스마트포스코 추진을 통한 경쟁

익창출형 신사업 모델 발굴 및 정착으로 신규매출을 확대하는 신성장 기회 발굴을
포스코는 사업 부문 스마타이제이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경영관리 분야

력 향상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본원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기회 발굴을 목표로

로 확산시키기 위해 스마트매니지먼트를 도입했다. 스마트매니지먼트는 포스코를 비

스마타이제이션 기반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은 포스코와 그룹사의 비즈

류체인 최적화 지향했다. 원료, 원가, 재무, 마케팅 전반에 걸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

했다.

니스 전문성에 ICT 신기술을 융합해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철강 본업,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에너지 사업을 자체 플렛폼인 포스프레임을 활용해 애플리케이

롯한 그룹 내부, 협력회사를 포함한 외부 관련사, 그리고 고객까지 아우르는 토털 밸
정 지원체계 구축과 고객 접점 스마트화 강화를 추진해 나갔다.

션으로 구현하고, 철강제조와 발전 그리고 시공 분야를 스마트화하는 것이었다.

단계적 스마트포스코 추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사업 영역별로 구현한 애플리

케이션을 스마트 솔루션으로 진화시키는 것이었다. △스마트팩토리는 철강사업의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했다. 모델 플랜트를 완성하고, 포스프레임에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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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편

With POSCO,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출발

1장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With POSCO 선언
1절 최정우 회장 취임과 기업시민 포스코
2절 비전과 3대 개혁영역

2장 가치·상생·혁신 경영 추진

1절 글로벌 최고 경쟁력 확보 가속화
2절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

3절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 조성

3장 100년 기업을 향한 New POSCO Road
1절 100대 개혁과제 발표

2절 ‘모두 함께, 차별 없이, 최고의 성과’

1장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With POSCO 선언
1절 최정우 회장 취임과 기업시민 포스코

최정우 9대 회장 취임
(2018. 7. 27)

2018년 7월 27일 최정우 9대 회장이 취임했다.

‘3실(實)’을 강조했다.

최정우 회장은 50년의 성공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가고 있는 포스코의 현 상황에

최정우 회장은 1983년 포스코에 입사해 감사실장, 재무실장, 포스코건설 경영전략

대해 “강대국들 간의 무역전쟁,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남북관계 등 격변의 시대를

실장, 대우인터내셔널 기획재무본부장, 포스코 가치경영센터장을 역임하고 포스코

맞고 있으며,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성장

켐텍 대표이사 재임 중 회장에 선임됐다.

방식의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창립 이후 제철보국의 신념으로 철강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국

민기업으로 성장해 왔다면, 이제는 포스코그룹 스스로가 사회의 일원이 되어 경제

2절 비전과 3대 개혁영역

적 수익뿐만 아니라,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히면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With POSCO’를 제안했다.

또 “새로운 경영비전 달성을 위한 3대 개혁영역인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가치를

최정우 회장은 100년 기업 포스코가 지향하는 새로운 경영이념으로 ‘더불어 함께 발

with POSCO,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People with POSCO를 실현

어, ‘함께’는 과거·현재·미래를 사회와 함께 한다는 뜻이었다. ‘발전하는’은 더 나은 상

만들어 나가는 Business with POSCO,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Society

전하는 기업시민’을 제시했다. ‘더불어’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해관계자와 더불

해 새로운 포스코의 길, New POSCO Road를 함께 걸어 나가자”라고 역설했다.

태로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며, ‘기업시민’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

최정우 회장은 이와 함께 “임직원들 각자가 새로운 시대, 미래 세대를 위해 더불어

구한다는 뜻이었다. 포스코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배려와 공

함께 발전하고, 배려와 공존,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숙한 기업문화를 새로운 포

스코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마
음가짐으로 ‘실질(實質)’을 기반으로 ‘실행(實行)’을 중시하고 ‘실리(實利)’를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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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최정우 9대 회장

경영비전은 ‘With POSCO, We’re the POSCO’로서, ‘With POSCO’는 더불어 함

께 만들어 나간다는 방향성을 나타내며, ‘We’re the POSCO’는 With POSCO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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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통해 통상 마찰을 극복하고, 식량사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그룹

경영이념 체계도
경영이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비전

With POSCO, We’re the POSCO
Business
With POSCO

Society
With POSCO

사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에너지 부문은 LNG 발전의 경쟁력 향
상을 추진하고, 그룹사 역량을 활용한 국내외 LNG 미드스트림 사업을 적극 발굴
People
With POSCO

비즈니스 파트너와 가치를
함께 만드는 포스코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드는 포스코

신뢰와 창의 문화를
함께 만드는 포스코

경영원칙

가치경영

상생경영

혁신경영

행동강령

실질

실행

실리

핵심가치

안전

상생

윤리

창의

을 통해 ‘the POSCO(유일한 포스코, 위대한 포스코)’가 된다는 지향점을 나타냈
다. 또 ‘the POSCO’는 경영이념과 비전 실현을 위한 3대 개혁영역인 Business with

POSCO, Society with POSCO, People with POSCO와 연결돼 ‘업계에서 인정받는
포스코’, ‘사회에서 존경받는 포스코’, ‘직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포스코’라는 의미를
담았다.

Business with POSCO 철강사업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경쟁력을 더욱 공고

히 하고, 그룹사업에서는 철강사업과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며 부진사업을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 E&C 부문은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사

업을 재편하고 베트남 등 전략국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의 프리컨(Pre-Con) 체제를 도입해 사업방식을 혁신하
고, O&M(Operation & Maintenance) 사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신수종사업에서는 사업발굴 방식을 개방형 협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총괄 책임자

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었다.

한편 최근 남북한 정세 변화와 관련해 부각되고 있는 대북사업에서는 실수요자로

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기로 했다.
Society with POSCO

기업시민 역할을 강조하며 기존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교육, 환경, 저출산 등 사회
적 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포항과 광양 지역의 벤

처밸리 조성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

거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와의 소통을 강

화하고, 포스코 고유의 성과 공유 프로그램인 베네핏셰어링 제도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People with POSCO 포스코그룹 임직원들이 새로운 시대, 미래 세대와 더불어 함

철강사업에서는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원가절감 중심의 R&D 혁신, 차별화된 솔루

께 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었다. 능력과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고, 철강산업 생태계 내 강소기업 육성과

서의 인성과 소명의식, 열정이 넘치는 인재를 육성하며, 성과 중심의 유연한 인사체

션 개발 확대, 실효성 있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생산체제 구축
구조개선 선도를 통해 국내 철강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룹사업에서는 세계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룹사 간 시너지가 높은 유관

산업 발굴과 재배치, 경쟁 열위사업 재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재 부문은 이차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고, 업무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기업시민으로

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개방, 수평, 협력, 자율, 창의, 실행을 중시하
는 포스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경영이념과 3대 개혁영역을 구현하기 위해 가치경영, 상생경영, 혁신경영을

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양극재·음극재 사업을 통합하고, 에너지저

3대 경영원칙으로 정하고, 실질을 기반으로 실행을 중시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3실

업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트레이딩 부문은 철강 신시장 개척 및 고급재 수출 확

(實事求是)의 자세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마음가짐과 행동의 기준으

장 소재인 리튬과 인조흑연 사업을 촉진하며, 제철소 부산물을 활용한 탄소소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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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을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3실은 명분과 형식에 젖은 타성을 극복하고, 실사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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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현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동력이었다. 또 핵심가치로는
안전, 상생, 윤리, 창의를 정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영이념 체계가 포스코의 창업이념인 제철보국(製

鐵報國)의 계승·발전이라는 점이었다. 지난 50년간 추구해 온 ‘제철보국’에는 이미 ‘기
업시민’의 의미가 담겨 있었고, ‘기업시민’을 지향하는 포스코의 저변에는 여전히 ‘제

2장

가치·상생·혁신 경영 추진

철보국’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포스코는 2018년 8월 1일 철강사업 협업 강화와 CEO의 전략적 의사결정 지

원을 강화하는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다. 마케팅·생산·R&D·지원 부서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를 위해 철강I·II부문을 철강부문으로 통합하고 철강부문장에 장인화 사

장을 보임했다. 또 경영지원센터를 경영지원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효율적인 대외 커
뮤니케이션을 위해 ER실과 홍보실을 커뮤니케이션실로 통합했다.

1절 글로벌 최고 경쟁력 확보 가속화
1. 철강사업 경쟁력 공고화

최정우 회장은 2018년 8월 23일 개막한 제30회 포스코 기술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철
강사업의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철강 분야의 성장전략
을 더욱 구체화해 발표했다.

철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차별적 기술력으로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생

산공정의 최적화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 유지 △메가 트렌드와 산업
동향의 통찰을 통한 철강 분야의 새로운 성장기회 발굴 등을 강조했다.

2018년 10월 11일 세계 최대 두께인 700mm 슬

래브의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이는 지난 10여 년의

연구 끝에 1월 자력 개발에 성공한 극후물 연주기
인 PosMC(POSCO Mega Caster)로 생산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로써 포스코는 6mm
두께의 일반 후판부터 50mm 이상의 후물재 후

판, 100~233mm에 이르는 극후물까지 모두 생산
제30회 포스코 기술콘퍼런스(2018.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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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했다. 두께
700mm의 슬래브는 압력용기용, 조선용, 해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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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 등 고부가치 제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또 10월에 AI 기반 용융아연도금강판 도

독려했다.

정됐다.

포럼’을 개최했다. 최정우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포

속화했다. 8월에는 세계 1위 태양광 트래킹 시스템 제조사인 미국 넥스트래커

엄 철강재뿐만 아니라, 배터리용 고기능 양극재·음

포스코는 11월 6일 인천 송도에서 ‘글로벌 EVI

금량 제어기술이 한국공학한림원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산업기술 성과 15선에 선

스코는 기가스틸, 포스맥, 고망간강과 같은 프리미

고내식 합금 도금강판인 포스맥(PosMAC)을 비롯한 프리미엄 제품 판매도 가

극재 등 프리미엄 에너지소재들을 더 많이 개발해

(NEXTracker)와 연간 1만 톤 규모의 포스맥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포스맥은
9월 국내 철강제품 최초로 미국 UL(Underwriters’ Laboratories Environment)

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인증을 획득해
EU와 북미권의 태양광, 건자재 시장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

고객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포
스코는 이 포럼에서 에코에너지, 메가시티, 네오 모

글로벌 EVI 포럼(2018. 11. 6)

빌리티 등 미래 메가 트렌드를 주도할 포스코 고유
의 철강 기술력과 차별화된 솔루션을 만나볼 수

또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7월에 포항제철소 스마트 데이터센

있는 총 124개 전시품을 선보였다.

터를 준공했다. 스마트 데이터센터는 본사 전산실과 포항제철소 내 32개 공장에 설
치된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얻어진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하는 곳

으로 스마트팩토리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다. 포스코는 2019

2. 그룹사업 경쟁력 제고

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광양제철소에도 스마트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했다.

한편 최정우 회장은 8월 24일 한국철강협회 회장에 선임됐다. 최정우 회장은 인사

말에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심화되고 있어 철강업체 간 협력이 필요
하고, 대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철강산업의 재도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당당히 나아

그룹사업에서는 철강사업과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Hombre Muetro)

를 위해 에너지저장소재 육성, 트레이딩 및 E&C 등

인프라사업 확대와 재편, 신성장 사업 발굴 및 육성
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재 부문은 2018년 8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Hombre Muetro) 염호의 광

가자”라고 당부했다.

권을 인수하고, 연산 2만 5000톤 규모의 리튬공장 건설을 추진했다. 2월 호주 광산개

을 만나 2013년 12월 가동에 들어간 크라카타우포스코와 관련한 추가 투자 및 인프

구매하기로 한 데 이어, 아르헨티나 염호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2021년 연간 6만 5000

9월 10일에는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

라 확대에 대해 논의하며, 1000만 톤 규모의 철강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제안하는 등 사업 확대를 모색했다.

발회사 필바라(Pilbara)로부터 연간 4만 톤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리튬정광을 장기
톤 규모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2018년 5월 광양에 양극재공장을 건설할 부지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지에 2019

또 10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제39차 한국·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 한국

년까지 연산 6000톤 규모의 양극재공장을 건설하고 2022년까지 5만 톤 생산체제로 확

경제협력의 중요한 순간마다 큰 역할을 해 왔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개최 도시인

규모는 총 6만 2000톤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약 100만 대분을 생산

측 위원장으로 참석했다. 최정우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가 양국
부산은 국제적인 물류해양도시로서 투자 기회가 많은 곳”이라고 소개하며 호주 기업

인들이 서울 외에도 부산을 포함한 한국의 다른 지방도시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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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할 예정이다. 포스코ESM의 구미공장 1만 2000톤 생산능력을 포함하면 연간 생산
할 수 있는 규모이다. 6월에는 중국에 양극재 생산법인을 설립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흑연계 음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켐텍은 2018년 11월 음극
11편 With POSCO,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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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2015년 7월 이후 중단된 송도 신도시 개발을 재개했다. 포스코

ICT는 8월 자동차 부품기업인 진합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9월에
는 반월시화산업단지 스마트산업단지 민간투자 시범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스마트팩토
리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3. 중기 투자 및 사회적 책임 실천 계획 발표

포스코는 9월 3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2023년까지 향

후 5년간 45조 원을 투자하고 2만 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철강사업
고도화와 관련해 광양 3고로 스마트화, 기가스틸 및 포스맥 생산설비 증설, 포항 부

생가스 발전설비 신설, 탈황·탈질·집진기 등 친환경 설비투자에 26조 원을 투자하기
포스코켐텍 음극재 1공장
종합 준공
(2018. 11. 8)

재 생산설비 8·9호기를 준공해 연산 2만 4000톤 체제를 갖췄고, 2공장 1~4호기를 착공
했다. 1월에는 침상코크스를 활용한 고기능 활성탄소의 상용화와 제품 개발을 위한 파
일럿 플랜트를 준공했다.

트레이딩 부문은 포스코대우가 철강 외의 새로운 사업을 개척해 나갔다. 2018년 8월

베트남 최대 곡물 유통기업 떤롱(Tan Long)과 사료 곡물의 연간 거래 규모를 200만
톤으로 늘리고 품목도 다양화하는 등 곡물사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부문은 2018년 4월 포스코에너지, 포스코대우와 함께 싱가포르에 LNG 트

레이딩 회사를 설립하고, 9월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포스코대우는 6월 미국의 글

로 했다. 신성장 사업 부문에서는 리튬 추출기술과 제련기술 효율화, 리튬공장 건설

과 염호 추가 인수, 국내외 양극재공장 건설 가속화, 음극재공장 증설, 탄소소재 및
인조흑연 음극재공장 건설 등에 1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사업 부문에

서는 청정화력발전소 건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추진, LNG 저장시설 확대
등 미드스트림 사업 강화, 미얀마 가스전 시설 확대 등에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투자 규모인 17조 7000억 원 대비 2.5배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철강 부문에 1만 명, 소재·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에서 각각 5000명 모두

2만 명의 정규직을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채용 규모 7000여 명의 3배에

달하며, 그에 따른 후방산업과 협력사의 추가 고용효과도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됐다.

로벌 에너지 전문기업인 맥더멋(McDermott)·베이커휴즈GE(Baker Hughes, a GE)와

2절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

2022년 4월 가스생산 개시를 목표로 했다. 또 광양 LNG터미널에 세계 최대인 2억 리

포스코는 4반세기 건설 대역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1990년대부터 사회공헌활동을

인프라 부문의 포스코건설은 8월 파나마 최대 복합화력발전소를 준공했고, 9월에는

이어 2013년 포스코1%나눔재단을 설립하면서 업(業)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

미얀마 가스전 2단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쉐 가스전은 2021년 4월, 쉐퓨 가스전은
터 규모의 LNG탱크 5호기 건설을 추진해 나갔다.

인도네시아 리도(RIDO) 신도시 개발을 위한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금융조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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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추진했다. 2003년 포스코봉사단 창단, 2005년 포스코청암재단 출범에

을 전개해 왔다. 포스코는 7월 With POSCO를 새로운 경영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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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증진, 상생 방안 모색 등의 내용을 담았다.

1.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적극 지원

고, 2017년 외주비 1000억 원을 증액한 데 이어 2019년까지 3년간 외주비를 단계적

포스코는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스틸빌리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1년까지 3년간
인도네시아 찔레곤(Cilegon) 저개발지역 4개 마을에 125세대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

모델링하고 화장실 150개소와 급수대·소각장·학교 등 공공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스틸
빌리지 프로젝트는 포스코그룹의 철강소재와 건축공법을 활용해 약 8~13평 규모의 주
택과 다리 등 공공시설 건립을 지원해주는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이다.

포스코는 협약 체결 이전부터 협력사 직원의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을 지원하기로 하

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이었다.

또 협력사 취업희망자 교육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

운 중소 협력사의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진행한 취업희망자 교육을 포항
과 광양 지역의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포스코는 또 11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9월에는 포스코1%나눔재단이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에 건립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동반성장 기부금 200억 원을

인 청년누리는 국내 최초로 철골구조 패시브 하우스 공법을 적용한 건축물이다. 포

력재단 등이 공동 주관하는 산업혁신운동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한 셰어하우스 ‘청년누리’에 18명의 청년들이 입주했다.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스코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극대화했으며, 일반 아연도금강판보

다 내부식성이 최대 10배 우수한 포스맥 외장패널을 적용했다. 콘크리트 건물에 비
해 진동이나 변형에 강한 스틸하우스로 높은 내구성도 갖췄다.

청년 일자리 찾아주기에도 적극 나섰다. 포스코는 2018년 11월부터 ‘청년 AI·빅데

이터 아카데미’와 ‘기업 실무형 취업교육’을 진행했고, 2019년 3월부터 ‘창업 인큐베이

출연하기로 했다. 이 기부금은 2023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
지원됐다.

3절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 조성

팅 스쿨’ 등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전 교육과정은 합

포스코는 실질을 기반으로 실행을 중시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3실(實)에 입각해 일

이를 통해 5년간 5500명의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포스코그룹 및 타사 취업과 창업

재하는 유사한 성격의 협의체인 전략위원회, 미래성장위원회, 신사업점검회의를 전

숙으로 진행하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숙식과 교육수당도 지급한다. 포스코는
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결정용 회의에 한해 작성하되 분량을 5매 이하로 제한해 낭비를 최소화했다.
그리고 그룹사 동일직책자 간 우열의식을 해소하고 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그룹 포

2018년 10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

털인 EP의 사람찾기 등 업무시스템에서 직급레벨 표기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상생

간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

과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계열사’는 ‘그룹사’로, ‘외주사’는 ‘협력사’로 명칭을

했다. 동반성장위원회 대기업 위원사들과 함께 참

바꿨다.

여한 이 협약은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지급
에 걸쳐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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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조정회의로 통합해 안건 발생 시에만 개최하도록 하고 임원회의도 월 2회에서 1
회로 축소해 회의의 효율성을 높였다. 간단한 보고는 이메일을 활용하고, 보고서는

2.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확대

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 금융 지원 등 3개 분야

하는 방식의 개선과 함께 신뢰와 창의의 기업문화 조성을 추진했다. 8월 CEO가 주

셰어하우스 청년누리 입주식(2018. 9. 19)

9월에는 경영층 보고 시 불필요한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실리의 보고문화를 확립하

기 위해 CEO 주재 본부장 회의는 기 작성 문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또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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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공생의 협력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사 지원을 확대했다. 협력사의 제철

3장

소 차량 출입 및 주차 기준을 개선하고, 복장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통일하며, 포

100년 기업을 향한
New POSCO Road

스코가 온·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도 협력사 직원들에게 완전 개
방했다. 특히 10월에는 보고문화 개선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보고를 위한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사용해 왔던 보고

시스템인 POWIS(POSCO Work Information System) 운영을 전면 종료했다. 이를
통해 실행 중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본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5일에는 포항 본사에서 포스코 및 협력사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afety with POSCO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정우 회장은 “안전은 더불어 함

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With POSCO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안전다

1절 100대 개혁과제 발표

는 실질적 안전활동, 포스코와 협력사의 전 계층이 참여하는 실행 중심의 안전활동, 재

포스코는 2018월 11월 5일 최정우 회장 취임 100일을 맞아 그룹 전 임원이 참석한 가

한 삶의 터전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회장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차별 없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선순환

짐대회를 계기로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실제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

해 발생 시 철저하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활동을 통해 행복

운데 ‘With POSCO 경영개혁 실천대회’를 열고 10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최정우
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강조하고 “투철한 책임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몰입해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고,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
라고 천명했다.

100대 개혁과제는 최정우 회장 후보자가 내정되면서부터 준비됐다. 최정우 회장

후보자는 2018년 7월 12일 ‘포스코에 러브레터를 보내주세요’라는 공개 서한을 통해
포스코의 100년 성장전략 구상을 위해 그룹의 임직원은 물론 전 국민들로부터 아이
디어와 조언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당일인 7월 27일에는 전 임직원에게 CEO

레터를 발송해 새로운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With POSCO’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전사적인 개혁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그룹사의 실장 이상 임원들에게는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100년 기업을 향한 실행 가
능한 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스코의 지난 50년 성과가 국민들
Safety with POSCO
안전다짐대회
(2018.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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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원과 지역사회의 지원, 고객사·공급사·협력사·임직원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
던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혁과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표
명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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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13조 원의 장기목표 달성 방안도 더욱 구체화했다. 특히 개혁과제 시행 5년
후인 2023년 회사의 위상을 <포천>이 선정하는 존경받는 기업 메탈 부문 1위, <포브
스>가 선정하는 기업가치 130위라고 명시함으로써 임직원의 몰입도와 실천력을 높
이도록 했다.

2절 ‘모두 함께, 차별 없이, 최고의 성과’
1. 최고 수준 그룹 경쟁력 확보 시동

비즈니스 분야의 철강사업에서는 고부가가치제품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5년
With POSCO 경영개혁 실천대회(2018. 11. 5)

최정우 회장은 100일 동안 사내외로부터 받은 3300여 건의 건의사항과 그룹 임원

들의 개혁 아이디어, 포스코경영연구원 자문교수 등의 의견, 평소 구상했던 개혁방

안을 현업부서와 토론을 거쳐 100대 개혁과제로 확정했다. 이 때문에 100대 개혁과

까지 자동차강판 판매량 1200만 톤을 달성함으로써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강판 공급
사 지위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에서는 대규모 공정기술보다는 제품 및 원가

절감 기술개발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었다. 특히 자립·자력 기술개발만을 고집하
지 않고 기술협력·제휴를 확대해 개방형 기술확보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큰 변화
였다.

그룹사업에서는 트레이딩, 에너지, 건설 및 인프라, 소재 사업을 대표하는 그룹사를

제에는 포스코 임직원은 물론 주주, 고객사, 협력사와 지역주민 등 기업 생태계 전반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포스코대우는 포스코와 포스코에

에 ‘차별이 없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문화’를 만들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양 LNG터미널을 통합하고 국내 발전 및 해외 IPP 사업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또

에 걸쳐 ‘모두 함께 참여’하면서, 임직원 간, 그룹사 간, 협력사 간 근무환경이나 처우
선순환하는 경영활동을 통해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도 담겼다.

이날 실천대회에 참석한 임원들은 ‘5대 경영개혁 실천 다짐문’에 서명했다. 다짐문

너지의 LNG 도입 등 LNG 트레이딩 사업을 일원화해 육성하고, 포스코에너지는 광
포스코에너지의 부생가스 발전은 제철소의 발전사업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그룹 내 설계, 감리, 시설 운영·관리 등 건설 분야의 중복·유사 사업

의 골자는 △With POSCO 경영개혁 실천의 주체로서 기업시민 포스코를 선도하고

을 흡수해 효율화하기로 했다. 포스코켐텍은 제철 부산물을 활용해 음극재 및 전극

배려와 존중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희생과 봉사의 정

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었다. 또 2019년 통합을 앞둔 양·음극재 사업 관련 ‘이차전지

△투철한 책임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며 △
신으로 솔선수범하고, 직원과 조직 역량 육성에 매진하며 △실질, 실행, 실리에 기반
해 현장을 지향하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다.

개혁과제가 확정 시행됨에 따라 포스코는 회사 전반에 걸쳐 변화되는 경영방침과

제도,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천명한 2030년 매출 100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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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 원료가 되는 침상코크스 생산공장을 신설해 고부가 탄소소재 사업으로 영역

소재 종합연구센터’를 설립해 고객 맞춤형 제품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고, 2030년까지
세계 시장점유율 20%, 매출액 17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키워 그룹 성장을 견인하기
로 했다.

신성장사업에서는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철강부문’과 동급인 ‘신성장부문’
11편 With POSCO,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출발

505

으로 조직을 격상하고, 전문성 강화와 실행력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총괄 책임
자로 영입하기로 했다.

2. 기업시민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본격화

사회와의 공동 발전 분야에서는 우선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CEO 및

사외이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시민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

다. 특히 외부 인사를 영입해 기업시민 전략 수립에 사회 전반의 목소리를 적극적으
로 반영한다는 계획이었다. 또 위원회 산하에 ‘기업시민실’을 신설해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협력실을 신설해 포항과 광

양에 벤처밸리 조성과 벤처기업 육성을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5년 간 5500명
의 청년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전담하도록 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에 힘을 더

3. 현장중심경영 강화와 세대 간 소통 활성화

기업문화 및 제도 분야에서는 현장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조직 중
현장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부서는 포항과 광양으로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포
스코의 노사화합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새로운 노사환경

에 발맞춰 대화와 타협으로 모범적인 노사문화의 전형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기존

의 인턴사원 대상 멘토링 제도를 고근속 사원이 저근속 사원에게 기술과 업무 노하
우를 장기간에 걸쳐 전수하는 ‘기술멘토링 제도’로 개선해 세대 간 소통을 활성화하
고 내부기술 축적을 제도화한다는 구상이었다.

한편 협력사와의 상생 차원에서 임금격차를 점차 해소해 나가며, 포스코가 보유한

복지후생시설을 협력사 직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갑질
신고창구를 개설해 포스코 임직원의 협력사 직원에 대한 힘희롱을 엄단하기로 했다.

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및 출산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포항과 광양, 서울, 송도 등 주요

포스코는 개혁과제 발표 후 비전과 과제에 대한 대내외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항과 광양 지역에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 시설 ‘포스코

구한 송호근 포항공과대학교 석좌교수와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날 포스코의 새로운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해 그룹사부터 협력사 직원자녀까지 함께 이용할 수
형 마더센터’를 신설해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저출산 해법의 모범을 만들어간다
는 계획이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QSS, 마이머신 활동 등 포스코의 우수한 경영

혁신 활동을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포스코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중소기업의 현장
에 적용해 공급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반성장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

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먼저 최정우 회장은 11월 9일 포스코 기업문화를 연
기업 아이덴티티로 자리잡은 기업시민의 의미, 기업시민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영이

념과 100대 개혁과제의 지향점과 실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대
담 내용은 사내 방송 PBN, 포스코투데이, 사외 뉴스룸 등을 통해 사내외에 전파하
는 한편, 인재창조원의 교육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그룹 차원의 비전 일체감 조성을 위해 홈페이지와 화면보호기를 통해 비전

정거래 문화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해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공급사는 반드시 해당

체계도와 해설을 소개했고, ‘With POSCO’ 배지를 그룹 차원에서 착용하는 캠페인

계획이었다.

으로써 포스코 고유 브랜드화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사실을 등록하도록 하고, 100% 경쟁구매를 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한다는
주주 친화 정책도 확대해 그동안 유지해 온 장기 안정적 배당정책에 더해 당해연도

을 전개했다. 특히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시민 콘텐츠를 중점 발굴해 홍보함

포스코는 우선 실행 가능한 과제는 곧바로 추진하고, 조직개편이나 제도개선도

이익규모에 따라 추가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외

2019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기로 했다. 각 분야의 개혁과제는 임원을 오너로 지정

고, 주주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천하기로 했다.

이사들이 국내외 주요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사외이사 IR을 정기적으로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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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고, CEO가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해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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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료로 보는
포스코 50년

CEO 재임기간
임원 및 사외이사 재임기간
그룹사 변천
글로벌 네트워크
총자산 및 총자본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조강 및 주요제품 생산량
연표

CEO 재임기간

초대 회장

박태준

1981. 2. 28 ~ 1992. 10. 9

초대 사장 : 1968. 4~1981. 2

초대 회장 박태준

2대 회장

황경노

1992. 10. 9 ~ 1993. 3. 12

19

3대 회장

정명식

1993. 3. 12 ~ 1994. 3. 8

4대 회장

김만제

1994. 3. 8 ~ 1998. 3. 17

5대 회장

유상부

1998. 3. 17 ~ 2003. 3. 15

6
1
9
3
5
8
5
2
6
2
4
9
3
7
7
8
9
68 96 970 971 97 97 974 97 97 97 97 97 980 98 98 98 98 98 98 98 98 98 99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6대 회장

이구택

2003. 3. 15 ~ 2009. 2. 27

19

7대 회장

정준양

2009. 2. 27 ~ 2014. 3. 14

8대 회장

권오준

2014. 3. 14 ~ 2018. 7. 27

9대 회장

최정우

2018. 7. 27 ~

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000 001 002 003 004 005 006 007 008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2
2
2
2
2
2
2
2
2
2
1
1
2
1
2
1
2
1
2
1 2
1
2
2
1
2
2

사장

2대 회장 황경노
3대 회장 정명식
4대 회장 김만제
5대 회장 유상부
6대 회장 이구택
7대 회장 정준양
8대 회장 권오준
9대 회장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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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재임기간
연도

1968

성명

박태준

윤동석
고준식
김창기

김규원
이종열

이홍종

1969
1970

1971

정재봉

초대 회장

1981. 2 ~ 1992.10

명예회장

초대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
상임감사
상무이사
상무이사

상무이사
상무이사

1992.10 ~ 1993. 3
1968. 4 ~ 1981. 2

1975

최종 직위

재임기간

이상수

이사대우

1975. 5 ~ 1976. 1

1977

백덕현

부사장

1977. 2 ~ 1993. 3

장경환

1968. 4 ~ 1970. 9
1968. 4 ~ 1985. 2
1968. 4 ~ 1970. 2
1968. 4 ~ 1970. 2

1978

1968. 4 ~ 1970. 2

박승윤
홍건유
박재홍

1968. 4 ~ 1972. 2

1968. 4 ~ 1973.11

계병도

1979

박현순
이홍철

서병래

상무이사

1970. 2 ~ 1974. 7

김준영

상무이사

1971. 2 ~ 1976.12

윤종구

상무이사

1971. 6 ~ 1973. 8

이용대
서영관

박종태

허 준

이관희

주영석

정명식
곽 증

최주선
노중열
김학기

박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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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6 ~ 2011.12

성명

1969. 3 ~ 1973. 2

황경노

1974

명예회장

연도

상무이사

안병화

1973

재임기간

김용각

김철우

1972

최종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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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감사
상무이사
부사장대우
이사대우

1970. 2 ~ 1971. 2

1980. 9 ~ 1989. 5
1971. 7 ~ 1977. 5

1972. 2 ~ 1975. 5

부사장

1972. 2 ~ 1982.10

회장

상무이사

이사대우

대표이사 회장
촉탁임원
상임감사

사장대우

부사장대우
부사장

상무이사
부사장

이사대우

김인택

1970. 2 ~ 1972. 2

상임감사

대표이사 사장

심인보

1980

1973. 2 ~ 1994. 3

1982.10 ~ 1982.12

1984.11 ~ 1985. 1

이사대우
이사대우
상임감사

촉탁임원
상무이사
상무이사
부사장

상무이사

이사대우

1978. 3 ~ 1983. 2
1978. 4 ~ 1989. 6
1978. 6 ~ 1981. 2
1979. 2 ~ 1981. 2
1986. 4 ~ 1989. 7

오한구

이호경

송기오

상임감사

부사장(직무대행)
상무이사
부사장

상임감사

이사대우

손근석

부사장

1983.12 ~ 1994. 4

1989

이대공

김종진

권태협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상무이사

이사대우

오종환

상무이사

강윤종

부사장대우

김철웅

유상부

이선구
김택중

서상달
이창희

이찬주

이사대우

대표이사 회장
부사장

이사대우
상무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이사대우
이사대우
이사대우
이사대우

1983.12 ~ 1993. 3
1984. 3 ~ 1998. 3

1986. 9 ~ 1987. 4

이명섭

부사장

1990. 5 ~ 1993. 3
1981. 2 ~ 1983. 2
1981. 5 ~ 1983. 1

1974. 2 ~ 1980. 2

1983

한영수

부사장

1983. 3 ~ 1993. 7

1982.11 ~ 1988. 2
1983. 3 ~ 1983.12

이영록

이구택

김용운
이춘호

구자영
조관행

상무이사

대표이사 회장
부사장
부사장

상무이사
상무이사
부사장

이사대우

김광남

이정부

1986. 9 ~ 1987. 4

홍상복

부사장대우

장중웅

한종웅

1988. 2 ~ 1990. 8

성기중

심장섭

1986. 3 ~ 1988. 4

상무이사

1980.12 ~ 1981. 5

1990

1986. 3 ~ 1988. 2

한경식

이사대우

박문수

1986. 3 ~ 1992. 6

1988

백태성

김윤현

1986. 2 ~ 1993. 6

1980. 2 ~ 1988. 2

1980. 2 ~ 1985. 3

김기홍

1998. 3 ~ 2003. 3

1987. 4 ~ 1989. 1

상무이사

박인백

1985. 3 ~ 1990. 3

이사대우

김정수

심재강

전순효

1985. 2 ~ 1985. 6

1986. 3 ~ 1993. 7

이형팔

김광호

1985. 2 ~ 1988. 4

1986. 3 ~ 1987. 4

이동춘

김권식

1984. 3 ~ 1986. 9

1986. 2 ~ 1986. 4

성명

장문현

1984. 3 ~ 1986. 3

안정준

1980. 2 ~ 1985. 2

연도

1990. 8 ~ 1994. 4

1987

1982. 2 ~ 1994. 3

이사대우

1988

1980. 2 ~ 1989. 1

대표이사 사장

최의주

1983. 3 ~ 1984. 2

신치재

1980. 2 ~ 1982.10

조말수

1974. 2 ~ 1975. 7

1986

1979. 2 ~ 1979.11

1981. 2 ~ 1984. 2

상무이사

1985

1979. 2 ~ 1979. 4

1982

송기환

이사대우

고학봉

1974. 2 ~ 1984. 2
1974. 2 ~ 1980. 2

이 영

1979. 2 ~ 1986. 3

상무이사

이사대우

재임기간

신창식

1979. 2 ~ 1980. 1

1981. 2 ~ 1986. 3

이사대우

최종 직위

김동섭

상무이사
부사장

1984

성명

1979. 2 ~ 1986. 3

1980. 2 ~ 1993. 3

안덕주

1986. 3 ~ 1992. 8

상무이사

1986. 3 ~ 1991. 5

대표이사 사장

여상환

1974. 2 ~ 1979. 2

부사장대우

1983

1977. 5 ~ 1980. 2

박득표

김명수

김종구

1981

이사대우

1977. 2 ~ 1984. 2

1980. 2 ~ 1980. 2

오일용

1972. 2 ~ 1977. 2

상무이사

1991. 3 ~ 1993. 3

이사대우

장세훈

1990. 3 ~ 1993. 3

사장대우

1975. 7 ~ 1980. 2

김두하

조용선

1985. 2 ~ 1987. 7

1972. 9 ~ 1974. 2

이원희

상임감사

연도

1987. 7 ~ 1990. 3

1991

이원표

1988. 2 ~ 1993. 3

이원섭

1988. 2 ~ 1990. 3

강창오

1988. 2 ~ 2009. 2

김문규

1988. 2 ~ 2003. 3

1988. 4 ~ 1990. 3
1993. 3 ~ 1977. 8

1988. 7 ~ 1988.10

이세기

김달현

1988. 2 ~ 1998. 3

1991.12 ~ 1993. 3

차동해
박종일

1988. 2 ~ 1989. 1

1988. 2 ~ 1999. 3

박명하

1992

이정삼

김병용

최휘철

이재운
이현일

최종 직위

재임기간

부사장

1993. 3 ~ 1998. 3

부사장

1989. 1 ~ 1999. 3

상무이사
전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상임감사
상임감사
상무이사

이사대우
상무이사
부사장

상무이사

1988.10 ~ 1990. 7
1989. 1 ~ 1998.12
1989. 1 ~ 1993. 3
1989. 1 ~ 1998. 3
1989. 3 ~ 1992. 8
1989. 5 ~ 1992. 3
1989. 5 ~ 1993. 3
1989. 8 ~ 1993. 3
1989. 8 ~ 1993. 7
1998. 3 ~ 2002. 3

1989.10 ~ 1993. 7

전무이사

1990. 3 ~ 1997. 3

이사대우

1990.12 ~ 1993. 7

상무이사

이사대우
이사대우
이사대우
전무이사

이사대우

1990. 3 ~ 1994. 1
1990. 3 ~ 1990. 7
1990. 3 ~ 1991. 1
1990. 3 ~ 1990. 7
1990. 7 ~ 1996. 5
1990. 8 ~ 1993. 3

상임감사

1991. 1 ~ 1993. 3

전무

1991. 3 ~ 1998.12

이사대우
이사대우
부사장

전무이사

대표이사 사장
이사대우
이사대우

1991. 2 ~ 1991. 6
1991. 3 ~ 1993. 3
1991. 3 ~ 2004. 3
1991. 3 ~ 1999. 9
1991. 3 ~ 2006. 2
1991. 3 ~ 1993. 7
1991. 8 ~ 1992. 3

상무이사

1992. 3 ~ 1994. 4

상무이사

1992. 3 ~ 1997. 2

이사대우
상무이사

1992. 3 ~ 1994. 3
1992. 3 ~ 19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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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재임기간
연도

1992

성명

최종 직위

재임기간

이상기

이사대우

1992. 3 ~ 1993. 3

노각래
최광웅
신충식
이형실

김광준
최상준
인순일

조광선

신승근

1993

전우성

이사대우
상무이사

전무이사

이사대우

이사대우
이사대우
이사대우

이사대우

1996. 1 ~ 2001. 9

1998

김진천

1992.10 ~ 1993. 3

1999

1993. 3 ~ 1994. 3

2000

1993. 7 ~ 1999. 3

2001

이승관

김만제
박정우

김동식
윤석만
박춘택

황원철
허종덕

박계생

고창현
김성환
정용희

포스코 50년 통사

상무대우
상무이사
상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 회장
상무이사
부사장

상무대우

대표이사 사장
상무이사

이사대우

상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대우

이사대우
상무이사
상무이사

1993. 3 ~ 1997. 7
1993. 7 ~ 1998. 3
1993. 7 ~ 2001. 3

1994. 3 ~ 1998. 3

1994. 3 ~ 2002. 3
1994. 3 ~ 2004. 3

한광희

유병창

1992.10 ~ 1993. 3

1993. 3 ~ 1998. 3

이궁훈

신성용

1992.10 ~ 1993. 7

이사대우

부사장

김용근

고문찬

1992.10 ~ 1998.12

1992.10 ~ 1993. 3

황태현

신수철

1992. 8 ~ 1999. 3

1992.10 ~ 1993. 3

성명

김동진

1992. 6 ~ 1993. 3

예광해

김진주

한수양

514

전무

1992. 3 ~ 1997. 3

1993. 3 ~ 1998.12

엄하용

1997

상무이사

1998.12 ~ 2005. 2

상무이사

이선종

1996

부사장

1992. 3 ~ 1993. 3

1997

강구선

김경래

1994

이사대우

연도

이 윤

김정원

류경렬

조성식
김병훈

최종태
황황규
김 송

이우인

2002

최종두

정준양

1994. 4 ~ 1997. 2

김창호

1994. 4 ~ 1998.12

오창관

허남석

2002. 5 ~ 2009. 2

이전영

1994. 5 ~ 1995. 2

1996. 3 ~ 2003. 3

1996. 3 ~ 1998. 3
1996. 7 ~ 1997. 3

1997. 2 ~ 1997. 2

1997. 3 ~ 2003. 3
1997. 3 ~ 2001. 3

2003

권영태

장현식
권오준
정동화
김진일

최종 직위

재임기간

회장보좌역

2016. 2 ~ 2016. 7

전무

상무이사

1997. 3 ~ 2004. 3

연도

2003

부사장
상무
상무

전무
전무

1997. 3 ~ 2002. 3

상무

대표이사 사장

전무

부사장
부사장
상무

대표이사 사장
상무
상무
상무

전무

1998. 3 ~ 2002. 3

부사장

전무

대표이사 회장
전무
상무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2003. 3 ~ 2010. 2

김상호
정길수

김상영

1999.11 ~ 2009. 2
2000. 3 ~ 2003. 8

이영석

2001. 3 ~ 2004. 2

이건수

김상면

2000. 3 ~ 2012. 3

신기철

2001. 3 ~ 2003. 3

박기영

2001. 3 ~ 2004. 3

이규정

2001. 9 ~ 2006. 2

2002. 3 ~ 2006. 2

상무

대표이사 사장

하상욱

1999. 3 ~ 2006. 2

상무

대표이사 부사장

2004

1999. 3 ~ 2004. 3

2009. 2 ~ 2014. 3

부사장

2003. 3 ~ 2005. 2

박한용

1998.12 ~ 2003. 3

대표이사 회장

대표이사 사장

상무

성현욱

1998. 3 ~ 2002. 3

1998.12 ~ 2008. 2

이춘환

이상영

1998. 3 ~ 2008. 2

1998.12 ~ 2003. 3

재임기간

최병조

1998. 3 ~ 2004. 3

1998.12 ~ 2002. 7

최종 직위

이동희

상임감사위원(부사장) 1998. 3 ~ 2001. 3
전무

성명

2002. 3 ~ 2008.11

2005

2002. 3 ~ 2010. 2

2003. 3 ~ 2009. 2
2003. 3 ~ 2009. 2
2003. 3 ~ 2007. 2
2014. 3 ~ 2017. 3
2003. 3 ~ 2012. 3

상무

대표이사 사장
전무

주웅용
김성관

장병효

상무

2006. 2 ~ 2010. 2

김준식

대표이사 사장

2006. 2 ~ 2014. 3

정태현

조봉래

2010. 2 ~ 2013. 3
2003. 3 ~ 2009. 2

장인환

회장보좌역

2010. 2 ~ 2014. 3

강태욱

상무

2004. 3 ~ 2008. 2

전무

부사장

회장보좌역
부사장
상무
상무
상무

상무대우
상무
상무

상무

2003. 9 ~ 2009. 2

2004. 3 ~ 2010. 2

상무
전무
상무

부사장

회장보좌역
전무

전무

대표이사 사장
전무
상무

2007

2012. 5 ~ 2013. 5

공윤찬
이인봉

신정석

2004. 3 ~ 2012. 3
2004. 3 ~ 2008. 2

안병식

2004. 3 ~ 2006. 2

조창환

백승관

2004. 3 ~ 2008. 2

2004. 3 ~ 2005. 2

윤동준

2004. 3 ~ 2008. 2
2004. 3 ~ 2007. 2
2004. 3 ~ 2006. 2

2005. 2 ~ 2009. 2

박기홍

재임기간

윤태한

2003. 3 ~ 2007. 2

상무

김수관

최종 직위

김문석

2007. 2 ~ 2008. 2

조준길

김태만

윤용원

2006

회장보좌역

성명

장영익

2003. 3 ~ 2007. 2

2005. 2 ~ 2008. 2

조뇌하

2002. 8 ~ 2012. 3

상무

2006

2003. 3 ~ 2005. 2

상무

윤용철

2002. 3 ~ 2006. 2

상무

2010. 2 ~ 2010. 9

원종해

유광재

2002. 3 ~ 2012. 3

2011. 2 ~ 2018. 7

장병기

회장보좌역

연도

2005. 2 ~ 2008. 2
2005. 2 ~ 2010. 8
2005. 2 ~ 2009. 2

2005. 2 ~ 2013. 3
2011. 7 ~ 2014. 3
2005. 2 ~ 2011. 2

2006. 2 ~ 2009. 2
2006. 2 ~ 2014. 3
2006. 2 ~ 2011. 2
2006. 2 ~ 2009. 2

2008

진영술

이경훈
장성환

이후근

우종수
강창균
이정식

서영세

박명길
이영훈
황은연

상무대우
전무
상무
상무

부사장
사장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연구위원(전무)

2006. 2 ~ 2007. 2
2006. 2 ~ 2011. 2
2006. 2 ~ 2010. 2
2006. 2 ~ 2009. 2
2006. 2 ~ 2013. 3
2015. 3 ~ 2015. 7
2012. 3 ~ 2015. 3
2006. 2 ~ 2010. 2
2006. 2 ~ 2014. 3

상무

2007. 2 ~ 2010. 2

회장보좌역

2011. 2 ~ 2011. 7

상무

전무
상무

부사장
상무

대표이사 부사장
상무

연구위원(전무)

2007. 2 ~ 2010. 2
2007. 2 ~ 2011. 2
2007. 2 ~ 2010. 2
2007. 2 ~ 2015. 2
2007. 2 ~ 2009. 2
2013. 3 ~ 2015. 7
2007. 2 ~ 2010. 2
2007. 2 ~ 2013. 3

전무

2008. 2 ~ 2012. 3

전무

2008. 2 ~ 2017. 2

상무

부사장
상무

부사장
전무
전무

부사장
전무

사장

부사장

2008. 2 ~ 2012. 3
2008. 2 ~ 2014. 3
2008. 2 ~ 2011. 2
2008. 2 ~ 2015. 2
2008. 2 ~ 2014. 3
2008. 2 ~ 2013. 3
2014. 3 ~ 2016. 3
2008. 2 ~ 2013. 3
2015. 7 ~ 2017. 2
2008. 2 ~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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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재임기간
연도

2008

성명

최종 직위

재임기간

이용득

연구위원(상무)

2008. 2 ~ 2011. 2

2009

김응규

부사장

2009. 2 ~ 2014. 3

박성호

부사장

2009. 2 ~ 2016. 2

이옥산
박귀찬
신영권
오인환
연규성
이경목

전우식
강기봉
김명균

정철규

2010

이종열

전무
상무

대표이사 사장
상무
상무

상무

전무

연구위원(상무)
상무

전무

FELLOW(상무)

2008. 2 ~ 2013. 3

이명철
안동일

여재헌

최규석
민경준
김원기
남 식
고석범
김학동
김선원

포스코 50년 통사

전무
상무
상무

부사장
상무

상무

부사장
전무

전무
상무

부사장
전무

부사장
상무

전무
상무

이기창

2011

김재관

2010. 2 ~ 2018. 1

2015. 2 ~

2010. 2 ~ 2013. 3
2015. 5 ~ 2018. 1
2010. 2 ~ 2014. 3

이윤용

2012

상무

전무
상무

전무
전무

FELLOW(상무)
전무

주재호

배청헌
신 건

김동수
전중선
성기웅

전무대우
대표이사 사장
상무
상무

전무
상무

상무

전무

연구위원(상무)
상무

FELLOW(상무)

전무

2012. 3 ~ 2014. 3

조용두

상무

2012. 3 ~ 2015. 7

이복성

2010. 2 ~ 2016. 5

이경조

2010. 2 ~ 2012. 3
2010. 2 ~ 2018. 1

2010. 2 ~ 2012. 3
2010. 8 ~ 2015. 2

진광근

2013

2011. 2 ~ 2014. 3

유선희
문희경

2011. 2 ~ 2014. 3

이종섭

2011. 2 ~ 2016. 2

2012. 3 ~ 2017. 2
2012. 3 ~ 2013. 8
2018. 2 ~

2012. 3 ~ 2017. 2
2012. 3 ~

박용규

2014

전무
상무
상무

전무
상무

박영관

상무

전무
상무

전무
전무

부사장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전무
전무
상무

윤한근
곽정식

이영우

전무
상무

전무
상무

이원휘
노민용

원형일

2013. 3 ~ 2016. 2

이은석

2013. 3 ~ 2015. 2

윤태양

2013. 3 ~ 2016. 2

2014. 3 ~ 2015. 2

김동호

하경식

2013. 3 ~ 2014. 3

2014. 3 ~ 2016. 2
2014. 3 ~

2014. 3 ~ 2017. 2
2014. 3 ~

2014. 3 ~ 2017. 2

2015

상무
상무

상무

배재탁

2013. 3 ~

전무

권우택

양원준

2013. 3 ~ 2017. 2

전무

상무

윤양수

2013. 3 ~

상무

홍문희

방길호

2013. 3 ~ 2016. 2

상무

부사장

2014. 3 ~

이주태

2013. 3 ~

주상훈

조청명

전무

한찬희

2013. 3 ~ 2015. 2

2014. 1 ~ 2015. 2

김교성

최종진

신학균

2012. 9 ~ 2014. 7

상무

2014. 3 ~ 2017. 2

유병옥

2012. 9 ~

손건재

상무

양성식

2012. 3 ~ 2016. 2

2013. 8 ~ 2018. 1

이창선

오숭철

2012. 3 ~ 2015. 2

2013. 3 ~

재임기간

강석범

2012. 3 ~ 2016. 7

2013. 3 ~

최종 직위

이상호

2017. 2 ~

2013. 3 ~

박주철

2011. 2 ~ 2016. 2

전무

성명

최 주

2012. 3 ~ 2015. 2

전무

한기원

2011. 2 ~ 2015. 7

상무

2014

2015. 7 ~

황보원

남철순

오형수

2011. 2 ~ 2015. 2

전무

연도

2012. 3 ~

2013. 3 ~ 2015. 2

김준형

2011. 2 ~

부사장

2012. 3 ~ 2014. 3

상무

조일현

2011. 2 ~ 2016. 2

상무

하영술

최승덕

2011. 2 ~ 2015. 2

2011. 2 ~ 2014. 3

김재석

김병휘

2011. 2 ~

2017. 2 ~ 2018. 1

전무

상무

김관영

전무
부사장

조영기

2010. 2 ~ 2015. 2

2012. 3 ~ 2014. 3

상무

재임기간

손창환

2010. 2 ~ 2013. 3

상무
상무

최종 직위

정창화

2010. 2 ~

2011. 2 ~ 2012. 3

김홍수

2010. 2 ~

부사장

성명

정 탁

2010. 2 ~ 2017. 2

상무

김재열

2010. 2 ~ 2010.10

전무

2012

2010. 2 ~ 2014. 3

김민동

서명득

윤기목

2010. 2 ~ 2014. 3

상무

연도

2010. 2 ~ 2014. 3

2011. 1 ~ 2016. 2

이태주

2010. 2 ~ 2018. 2

상무

2010. 2 ~ 2014. 3

부사장

권석철

2010. 2 ~ 2011. 2

상무

송세빈

심동욱

2010. 2 ~ 2013. 3

2010. 2 ~ 2016. 2

황석주

장인화

2010. 2 ~ 2014. 3

2017. 2 ~ 2018. 2

2010. 2 ~

김정식

2018. 7 ~

2010. 2 ~ 2014. 3

부사장

임창희

2009. 2 ~ 2015. 2

2015. 2 ~ 2015. 4

김지용

김동철

오인경

2009. 2 ~ 2012.12

2015. 7 ~ 2018. 3

2010. 2 ~ 2012. 3

김세현

2009. 2 ~ 2014. 3

대표이사 사장

상무

신재철

2009. 2 ~ 2013. 3

최정우

손기진

유 성

2009. 2 ~ 2013. 3

2010. 2 ~ 2013. 3

재임기간

이영기

2009. 2 ~ 2012. 3

2009. 2 ~ 2012. 3

최종 직위

김용민

2013. 3 ~

2009. 2 ~ 2016. 2

성명

전 철

2009. 2 ~ 2010. 9

전무대우

대표이사 회장

2010

2009. 2 ~ 2014. 3

김영헌

조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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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LLOW(상무)

연도

정동창

상무
전무
상무
상무

전무
전무
상무

전무
전무
상무
상무

전무
상무

전무
전무
전무

2014. 3 ~ 2018. 1
2014. 3 ~
2014. 3 ~

2014. 3 ~ 2018. 1
2014. 3 ~ 2015. 7
2014. 3 ~ 2017. 2
2014. 3 ~ 2016. 7
2014. 3 ~ 2017. 2
2014. 3 ~

2014. 3 ~ 2017. 2
2014. 3 ~ 2017. 2
2014. 3 ~
2014. 3 ~
2014. 3 ~
2014. 3 ~
2014. 3 ~
2014. 3 ~

2014. 3 ~ 2017. 2
2014. 3 ~
2014. 3 ~
2014. 3 ~

2014. 6 ~ 2016. 1

2014.11 ~ 2016. 2

이우규

전무

2015. 2 ~ 2017. 2

이덕락

전무

2015. 2 ~

한성희
김학용
정기섭
김순기

김선구

박미화
유주열

부사장
전무
전무
상무

전무
상무
상무

2015. 2 ~

2015. 2 ~ 2018. 1
2015. 2 ~ 2018. 1
2015. 2 ~
2015. 2 ~

2015. 2 ~ 2018. 1
2015. 2 ~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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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재임기간
연도

2015

성명

최종 직위

재임기간

정순규

전무

2015. 2 ~

민중기

상무

2015. 3 ~

김광수

김광수

하대룡
임승규
박 현

주세돈
이상현
전 웅

이시우

권종원

2016

김재일

전무
상무

전무
상무

전무
상무

상무

전무
상무

상무

2015. 3 ~

2015. 3 ~
2015. 3 ~

2015. 3 ~

2015. 3 ~

2015. 3 ~ 2016. 6
2015. 3 ~

2015. 3 ~ 2018. 1
2015. 3 ~ 2017. 2

남수희

상무

2016. 2 ~ 2018. 1

이기호
김민철

김종상
천명식

오현석

김정수

최봉주
김광무
김동호

전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2017

2016. 2 ~ 2016.11
2016. 2 ~

2016. 2 ~

2016. 2 ~
2016. 2 ~
2016. 2 ~
2016. 2 ~

2016. 2 ~

2016. 3 ~

2016. 5 ~ 2018. 1
2016. 7 ~

2016. 7 ~ 2018. 1

성명

최종 직위

재임기간

김기수

상무

2017. 2 ~

최용준

상무

2017. 2 ~

최인용

송경화
이진수

2015. 3 ~ 2018. 2

2016. 2 ~ 2018. 1

조원규

연도

2015. 3 ~

전무

천성래

2018

이성욱

상무
상무
상무

전무

2017. 2 ~

안윤기

상무

2018. 1 ~

송용삼
이유경
이희근

배철민

안근식
한형철
김진호

남재복

홍삼영
이상호
김상균
서인식

이백희
정범수
윤 훈

이주협
엄기천

이재영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2018. 1 ~
2018. 1 ~

2018. 1 ~
2018. 1 ~

2018. 1 ~
2018. 1 ~
2018. 1 ~
2018. 1 ~

2018. 1 ~
2018. 1 ~

1998
1999

2000

2003

2004

2018. 1 ~

2005

2017. 2 ~

2006

2017. 2 ~

2009

이필종

이상춘
김동영

포스코 50년 통사

상무
상무

상무

2017. 2 ~

2017. 2 ~
2017. 2 ~

이용성
박웅서

정재영
임종원
김 순

박우희

윤대욱
김응한
유현식

김한경

박영주
전광우

제프리 존스

상무
상무

새무얼 슈발리에

박원순

윤덕일

2017. 2 ~

2011

신길수

2017. 2 ~

상무

1997. 3 ~ 2000. 3

김종철

전무

정해성

정명식

박용도

최형섭

2018. 1 ~
2018. 3 ~

2009

이광수

2018. 1 ~
2018. 1 ~

1997. 3 ~ 1998. 3

송보열

2018. 1 ~
2018. 1 ~

이규성

김영석

2018. 1 ~

2018. 1 ~

재임기간

이석주

2017. 3 ~

2018. 1 ~

성명

이 관

2017. 2 ~

전무
상무

1997

2017. 2 ~

정덕균

이전혁

연도

정규진

최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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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양흥렬

김복태

2017

사외이사 재임기간

2008

서윤석
손 욱

안철수
허성관
박상용

유장희
한준호
이영선

1997. 3 ~ 2000. 3
1997. 3 ~ 1999. 3
1997. 3 ~ 1999. 3
1997. 3 ~ 1999. 2
1997. 3 ~ 1998. 3
1997. 3 ~ 1998. 3
1997. 3 ~ 1999. 3
1997. 3 ~ 2000. 3
1997. 3 ~ 2006. 2

연도

2012
2013
2014

1998. 3 ~ 2000. 3

2015

1999. 3 ~ 2004. 3

2017

1999. 3 ~ 2004. 3
1999. 3 ~ 2004. 3
1999. 3 ~ 2004. 3
2000. 3 ~ 2003. 3
2000. 3 ~ 2003. 3

2018

성명

재임기간

김병기

2009. 2 ~ 2011. 7

남

2011. 2 ~ 2013. 3

이창희

용

박상길

변대규

제임스 비모스키
신재철
이명우
김일섭
선우영

안동현

박병원
김주현
김신배
정문기

장승화
김성진

2009. 2 ~ 2015. 3
2011. 2 ~ 2013. 3
2011. 2 ~ 2013. 3
2012. 3 ~ 2015. 3
2013. 3 ~ 2018. 3
2013. 3 ~

2014. 3 ~ 2017. 3
2014. 3 ~ 2017. 3
2014. 3 ~ 2016. 9
2015. 3 ~
2015. 3 ~
2017. 3 ~
2017. 3 ~
2017. 3 ~
2018. 3 ~

2000. 3 ~ 2003. 3
2003. 3 ~ 2008. 2
2003. 3 ~ 2005. 2
2003. 3 ~ 2005. 2
2004. 3 ~ 2009. 2
2004. 3 ~ 2008. 3
2004. 3 ~ 2009. 2
2004. 3 ~ 2010. 2
2004. 3 ~ 2009. 2
2005. 2 ~ 2011. 2
2005. 2 ~ 2011. 2
2006. 2 ~ 2009. 2
2008. 2 ~ 2011. 2
2009. 2 ~ 2012. 3
2009. 2 ~ 2014. 3
2009. 2 ~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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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변천
1970

1980
SMEC건축 설립
(1979. 3)

제철기술컨설턴트
설립 (1970. 7)

1990

세마건축

2000

세마종합건축사무소

(1980. 3)

포스에이씨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1985. 7)

SMEC

(1995. 2)

제철엔지니어링
제철정비 설립
(1982. 2)

포스코A&C

(1994. 1)

제철정비철구공업

거양개발

(1985. 9)

포스코개발
출범

(1991. 8)

포스코건설
(2002. 2)

(1994. 12)

제철정비 재설립

포철산기
(1994. 4)

(1991. 5)

제철설비 설립

포항축로 인수

포항로공업

(1986. 12)

(1987. 3)

거양로공업

포철기연 설립
(1999. 3)

포철로재 출범

(1993. 4)

삼정강업 인수
(1999. 10)

(2013. 7)

(2010. 3)

포스코켐텍

포스코켐텍

(2010. 3)

(2001. 4)

(1986. 12)

포스코플랜텍

합병

성진지오텍 인수

포스렉

(1994. 12)

삼화화성 인수

(2011. 10)

(2010. 1)

(1997. 3)

(2017. 2)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플랜텍 출범

합병

(1994. 7)

포스코건설

합병
대우엔지니어링 인수

포철기연

(1987. 6)

(1979. 5)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2010. 6)

(2008. 4)

포항축로 지분 참여

2018

포스코엔지니어링

(1983. 8)

(1972. 3)

2010

삼정P&A

포스코엠텍

(2001. 3)

포스코엠텍

(2011. 3)

PNR 설립

PNR

(2008. 1)

포스코ESM 설립

포스코ESM

(2012. 3)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
(2010. 8)

동일 설립 참여
(1983. 7)

동일 인수

경안실업
(1988. 6)

(1986. 12)

포스틸

(1994. 7)

합병

(1994. 12)

(2011. 3)

합병

(1996. 7)

대한ST 인수
포스코 AST 출범

(1988. 1)

(1983. 2)

거양상사 인수

(1989. 11)

포항도금강판 설립
(1988. 2)

포항강재공업 설립
(198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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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013. 1)

포스코 TMC
(2010. 7)

포스콘
포스데이타 설립

합병

(2010. 10)

(2007. 5)

(1986. 5)

(2016. 7)

(2017. 3)

NK스틸 인수 및
포스코NST 출범

(1994. 7)

한국코아 인수
포스코아 출범
효삼컨트롤정비 인수 및
제철정비콘트롤 출범

합병

포스코대우

합병

합병

(2009. 7)

포스트레이드

(1986. 12)

(2016. 3)

포스코 P&S

포항코일센터 설립

거양상사 설립 참여

포스코대우

포스코ICT 출범
(2010. 1)

(1993. 4)

포항강판 출범

포스코강판

(1999. 3)

(2008. 4)

포스코ICT

포스코강판

SNNC 설립

SNNC

(200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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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변천
1970

1980

1990

2000

2010
한국종합에너지 인수
(2005. 6)

제철연수원 발족

포스코파워

2018

포스코에너지

(2005. 9)

인재개발원

(1969. 2)

기술연구소
경영과학연구실
신설 (1985. 2)

(1977. 1)

CTS사업자 선정
(1983. 7)

산업과학기술연구소
경영경제연구소
(1987. 3)

포스코인재창조원

포스코인재창조원

포스코경영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2015. 2)

(1993. 12)

포항제철 기술연구소 설립

포스코에너지

(2012. 2)

경영경제연구소 분리및
포스코경영연구소설립

(2015. 3)

(1994. 6)

CTS 사업 개시

포스코터미날 설립

(1984. 9)

포스코터미날

(2003. 1)

동우사 설립
광양개발 설립
(1988. 2)

승광

포스메이트

(1994. 5)

(2007. 1)

포스메이트

합병

(2013. 1)

(1989. 8)

포스텍기술투자 설립

포스코기술투자

(1997. 6)

포스코기술투자

(2014. 5)

포스위드 설립
(2007. 12)

포스코휴먼스

포스코휴먼스 출범
(2013. 1)

포스에코하우징
설립
(2009. 12)

포스코알텍 설립
(2017. 6)

제철장학회 설립
(1971. 1)

제철학원 설립

제철교육재단

(1976. 11)

(1995. 11)

포항제철 기술연구소 설립

산업과학기술연구소 설립
기술연구소 연구개발기능 인수

(1977. 1)

(1986. 12)

제철복지회 설립
(1987. 10)

포스코 50년 통사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996. 7)

(1987. 3)

포항공과대학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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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장학회

포스코장학회

포철교육재단

포스코교육재단

(1996. 2)

포항공과대학교
(1994. 3)

(1996. 3)

(2002. 6)

(2002. 9)

포스코청암재단
(2005. 8)

포스코알텍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교육재단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공과대학교

제철복지회(포스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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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네트워크
유럽· 중동
사무소 

1

생산법인 

1



가공센터 


3

POSCO-SouthAsia(태국 Bangkok)



5

POSCO-Indonesia Inti(인도네시아 Jakarta)



1

POSCO-PWPC(폴란드 Kobierzyce)

생산법인 

1

POSCO ASSAN TST(터키 Izmit)

4
3



POSCO-ITPC(이탈리아 Vallese oppeano)

4



POSCO-TNPC(터키 Bursa)

5



POSCO-ESDC(슬로베니아 Koper)

6



7



8



서남아시아
대표법인

6

POSCO-India Holdings(인도 Delhi)

가공센터

4

POSCO-India Holdings(인도 Delhi)

생산법인 

2



5



6



7

물류법인

2

9



10



9

가공센터

POSCO-Maharashtra(인도 Maharashtra)

8



10



POSCO-India Holdings(인도 Chennai)

11



POSCO-India Holdings(인도 Ahmedabad)

12



POSCO-IPPC(인도 Pune)

POSCO-ISDC(인도 Pune)

동북아시아

대표법인

유럽사무소(독일 Dusseldorf)

3

물류법인

두바이사무소(UAE Dubai)

2

2



동남아시아

13

2

생산법인 

11

POSCO Thainox(태국 Bangkok)



POSCO-TCS(태국 Rayong)

POSCO SS VINA(베트남 Vung Tau)
VPS(베트남 Hai Phong)

13

가공센터

14

POSCO-Malaysia(말레이시아 Klang)

15



17



KRAKATAU POSCO(인도네시아 Cilegon)



POSCO-SouthAsia(태국 Bangkok)

POSCO-MKPC(말레이시아 Kuala Lumpur)
POSCO-Vietnam Holdings(베트남 Hanoi)
POSCO-PMPC(필리핀 Manila)

18

19

20



22



POSCO-IJPC(인도네시아 Jakarta Kawawan)

16




POSCO-Vietnam Holdings(베트남 Ho Chi Minh)

14




POSCO-VST(베트남 Ho Chi Minh)

12




POSCO-Vietnam(베트남 Ba Ria - Vung Tau)

2

금융법인

21

23
3

POSCO-China(중국 Beijing)

사무소 

3

리우데자네이루사무소(브라질 Rio de Janeiro)

대표법인

7

POSCO-America(미국 Atlanta)

POSCO-Japan(일본 Tokyo)



청도포항불수강유한공사(중국 Qingdao)

생산법인 

15



17

장가항포항불수강유한공사(중국 Zhangjiagang)

4



광동포항기차판유한공사(중국 Foshan)

절강포화신에너지재료유한공사(중국 Tongxiang)
POSCO-CSPC(중국 Suzhou)

16



18



25

가공센터 

POSCO-CTPC(중국 Tianjin)

POSCO-CDPC(중국 Chengdu)

24



POSCO-CCPC(중국 Chongqing)
POSCO-CFPC(중국 Foshan)

26

원료법인

4



POSCO-CWPC(중국 Wuhu)

POSCO-CLPC(중국 Shenyang)

아르헨티나사무소(아르헨티나 Jujuy)
UPI(미국 Pittsburg)

POSCO-Mexico(멕시코 Altamira)

POSCO-Aregentina(아르헨티나 Salta)
CSP(브라질 Fortaleza)

POSCO-AAPC(미국 Alabama)

POSCO-MPPC(멕시코 Puebla)

POSCO-MVWPC(멕시코 Villagran)

POSCO-Canada(캐나다 Vancouver)

POSCO-CYPC(중국 Yantai)
POSCO-CJPC(중국 Jilin) 

오세아니아

POSCO-Japan PC(일본 Toyohashi)
POSCO-Asia(홍콩)

사무소 

5

대표법인 

8

원료법인

5

서호주사무소(호주 Perth)

POSCO-Australia(호주 Sydney)
NMC(뉴칼레도니아 Noumea)

4

1

1

1

3

16
1

6

4
7 2
2

6

5

20 22
15

19

17

4

11

3

3 8

4

9

21
12
11 14
14

15
23

2

7
24

13
18 3

7

26
13

10 5
8 6

25

18

5
1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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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대표법인

POSCO Vietnam Holdings(베트남 Hanoi)

아메리카

4

3

17

8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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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억 원)
1968

총자본 (억 원)
16

1968

98

1970

1969

50.2

1971

344

1970
1972

1,008

1974

2,143

1973
1975
1976
1977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15,858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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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98,748

1993
1995

1988

89,440

1990
1991

117,580

1992
1993

124,269

1994

133,173

1995

143,360

1996

173,262

1997

179,716

1998

172,275

1999

177,666

2000

176,156
172,445
213,671

2007

370,335

2008

399,928

2009

490,862

2010

527,279

2011

523,204

2012

542,423

2013

525,973

2014

513,094

2015

520,558
53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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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13,934
15,158
15,807
16,414
18,118
45,554
45,843
46,748
51,159
50,515
52,698
61,523
66,543
71,808
83,853
90,865
94,300

129,580

2006

304,928

4,964

2003
2005

263,629

4,391

101,966

2004

242,069

3,983

2001
2002

184,066

3,718

14,539

1987

55,625

2,589

1984
1986

51,392

1,126

13,324

1985

44,795

557

1982
1983

33,273

106,462

1994

1981

28,967

1991
1992

1980

29,570

442

1,349

1979

31,112

91

199

1976
1978

23,718

50

1,022

1977

15,706

15.96

1974
1975

9,114

23,248

1983

1973

4,920

1980
1982

1972

3,503

13,739

1981

1971

1,370

1978
1979

1969

2017

115,668
161,098
195,220
217,917
245,032
277,837
309,513
360,235
375,980
391,645
423,115
424,754
430,256
443,294

459,415

100,000

200,000

300,000

400,000

500,000

600,000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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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억 원)

당기순이익 (억 원)

1968

1968

1970

1970

1969

1969
1971
1972
1973

416

1974

1,043

1976

1,799

1975
1977
1978
1979
1980

6,057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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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985
1986

29,194

1987

37,011

1988

43,643

1989

48,050

1990

58,274
61,821
73,140

1997

106,961

143,593
216,950

2010

391,717

2011

356,649

2012

305,435

2013

292,189

2014

256,072

2015

2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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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0,000

200,000

300,000

400,000

703

1,344
1,445
790

1,852
3,832
8,397
6,240
7,290

15,580
8,193

38,260

2009

325,820

620

2004

2008

269,539

617

11,013

2007

306,424

602

2002

2006

222,067

521

16,370

2005

200,434

153

2000

2003

197,925

444

11,229

2001

117,286

109

1998
1999

110,861

263

2,946

1996

97,181

137

1993
1995

84,455

91

1,457

1994

82,187

46

1991
1992

69,208

285,538

219

1983

22,416

116,920

1978

1982

20,475

2000

1999

153

1981

19,627

111,377

1976

1980

17,420

1998

355

1979

9,584

17,507

1974

1977

3,598

1983

-5.5

1975

2,529

15,206

1972
1973

1,098

1981
1982

1971

9.8

2017

19,806
39,946
32,066
36,794
44,469
31,723
37,844
31,888
24,995
15,826
11,390
13,183
17,850
25,457

10,000

20,000

30,000

40,000

부록

529

조강 및 주요제품 생산량 (천 톤)
연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조강

449
1,153
1,234
2,038
2,412
2,807
5,278
5,903
8,185
8,781
8,438
9,195
9,284
9,530
11,341
13,080
15,508
16,223
19,090
20,012
22,528
22,115
23,428
24,314
26,433
25,575
26,542
27,735
27,826
28,066
28,900
30,204
30,544
30,053
31,063
33,136
29,530
33,716
37,325
37,986
36,416
37,650
37,965
37,496
37,206

열연

13
392
630
680
1,153
1,310
1,303
1,314
1,562
3,587
3,993
3,975
4,036
4,070
4,350
5,736
6,633
6,083
6,289
7,372
8,131
9,399
9,446
9,275
9,429
9,498
8,962
9,055
9,349
9,782
9,387
10,521
10,362
9,765
8,768
8,155
8,567
8,075
8,278
8,403
8,314
7,782
7,847
9,119
9,356
8,372

후판

33
157
280
284
340
386
690
1,282
1,294
1,424
1,479
1,448
1,546
1,569
1,656
1,753
1,728
1,634
2,129
2,170
2,168
2,103
2,218
2,335
2,333
2,533
3,081
2,969
3,106
3,069
3,046
2,986
3,334
3,236
3,635
3,816
4,738
4,486
4,639
6,273
6,113
5,649
5,884
5,759
5,575
5,509

선재

134
376
458
481
483
493
794
878
901
917
1,410
1,475
1,296
1,582
1,611
1,657
1,682
1,752
1,849
1,827
1,885
1,921
1,840
1,838
1,963
2,017
1,977
1,853
2,006
2,027
1,950
2,031
2,113
2,085
2,334
2,750
2,771
2,803
2,830

냉연

164
423
453
413
494
554
591
648
652
640
1,273
1,758
2,823
2,973
3,967
4,462
5,458
5,612
6,010
6,332
6,948
6,963
7,118
7,879
7,591
7,627
7,820
8,378
9,016
9,133
9,667
10,552
8,676
10,509
10,746
11,039
11,169
11,264
11,115
11,048
11,195

전강

1
20
37
34
59
70
65
96
113
131
148
188
203
213
241
266
270
295
294
277
461
540
522
592
652
701
748
668
910
940
849
1,011
991
987
919
906
872
777
812

STS

110
254
333
416
504
547
631
735
1,029
1,075
1,177
1,213
1,228
1,236
1,587
1,941
1,901
1,899
1,598
1,347
1,349
1,722
1,824
1,827
1,790
1,704
1,862
1,971
2,028

40,000

40,000

35,000

35,000

30,000

30,000

25,000

25,000

20,000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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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

열연

후판

선재

냉연

전강

STS

20,00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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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965

05. 22 박정희 대통령, 미국 공식방문 중 코퍼스 포이 회장과

종합제철 건설 의견 교환

08. 06 정부, 일본정부에 종합제철 건설 지원 요청

09. 16 일본 철강조사단 내한, 종합제철 건설 기술조사(~9. 30)

1966

02. 02 박정희 대통령과 장기영 부총리, 미국 코퍼스에 국제

차관단 구성 위임서한 발송

06. 22 정부, 종합제철 건설 국제차관단 구성 동의서 발송
07. 21 경제장관회의, 종합제철 건설 기본계획 확정

11. 26 장기영 부총리, 코퍼스 회장에게 국제차관단 조기 구성

요청 서한 발송

12. 06 대한국제제철차관단(KISA) 공식 출범

1967

04. 06 정부와 KISA, 종합제철 건설 가협정 체결

06. 30 정부, 포항을 종합제철 건설 입지로 확정(7. 7 대통령 재가)
07. 18 경상북도, 공업단지 조성본부 설치 및 부지 매입 개시
07. 22 포항시, 종합제철 입지결정 환영대회 개최

09. 11 정부, 종합제철 건설 실수요자로 대한중석 선정

10. 03 정부, 종합제철 공업단지 기공식 개최(영일군 대송면)
10. 20 정부와 KISA, 종합제철 건설 기본협정 체결

11. 08 종합제철공장 건설사업 추진위원 12명 선임(위원장 박태준)
11. 10 종합제철공장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출범(1968. 3. 2 해산)

1968

01. 25 종합제철공장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공포

(대통령령 제3349호)

01. 29 건설부, 포항공업지구 공사사무소 개설

02. 02 일본 철강자문용역단 및 미국 바텔연구소와 기술용역계약

체결

03. 06 종합제철회사 설립 발기인 대회 개최

03. 20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창립총회 개최

04. 01 포항종합제철 창립식·박태준 사장 취임

04. 25 효자역과 제철소 연결 철도 인입선 공사 착공(총 5.4km)
05. 01 경제기획원, 종합제철공장 건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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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5 포항 신항만 건설 공사 착공

02. 27 정부, 중후판공장 실수요자 아사히(朝日)제철에서

05. 30 종합제철 건설부지 매수 완료

03. 28 JG, 예비 엔지니어링 보고서 제출

06. 15 안계댐 착공(1971. 3 준공)

04. 14 호주 BHP와 기술용역계약 체결

05. 27 포항 건설사무소 개설(일명 롬멜하우스)
06. 15 공장부지 성토 및 정지공사 착공
07. 20 포항종합제철 공장건설 현지공사 조정통제회의 출범
08. 01 포항 신항만 준설 공사 착공

09. 10 직원 주택단지 부지 조성 및 외국인 주택 공사 착공

11. 05 조강연산 60만 톤 규모의 일반기술계획서(GEP) 확정
11. 12 박정희 대통령, 포항제철 건설현장 첫 방문
12. 18 포항제철과 KISA, 추가협정 체결

1969

02. 01 제철연수원 개소

02. 24 제철소 부지 성토공사 본격화

05. 07 박충훈 부총리, 종합제철사업 전면 재검토 언급

06. 03 경제기획원, 종합제철 사업계획 연구위원회 설치(~12. 3)
07. 15 독신 직원 및 외국인 숙소 개소

07. 22 연구위원회, 연산 103만 톤 규모의 신사업계획 수립
08. 04 정부, 포항제철 시설규모 103만 톤으로 확정

08. 22 일본 철강업계, 포항종합제철 건설협력협의회 발족
08. 26 제3차 한일 각료회담 개최(~8. 28)
09. 02 KISA와의 기본협정 해지
09. 17 일본조사단 내한(~9. 26)

10. 30 IBRD조사단 내한(~11. 9)
11. 12 일본조사단 보고서 제출

12. 03 포항종합제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한일 간의 기본협약

체결

12. 15 일본 철강 3사와 예비 기술용역계약 체결(일본 기술용역팀을

1970

JG(Japan Group)로 명명)

01. 01 철강공업육성법 공포(법률 제2181호)
01. 23 JG, 포항제철 협력부 설치

02. 03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 사장에게 설비구매 재량권 위임
02. 10 동경연락소 개설

포항제철로 변경

06. 19 포항 원료부두 준공

06. 20 원료선 카디널 서저릭(Cardinal Surzeric)호,

포항 제품부두 첫 입항

04. 01 포항 1기 종합 착공

07. 04 포항 1후판공장 준공

07. 15 JG와 1단계 기술용역계약 체결

09. 27 정부, 포항 2기 사업계획 승인

07. 23 설계협력회사 제철기술컨설턴트(SMEC) 설립

08. 27 정부, 대일청구권자금 사용 권한 박태준 사장에게 위임
10. 01 포항 1열연공장 착공

10. 07 괴동선(효자역-제철소 구내 괴동역) 철도 본선 개통

(1970. 11. 25 준공)

10. 30 포항 1후판공장 착공

11. 28 수출입허가 획득(상공부 제1151호)
12. 24 건설회의 최초 개최

1971

01. 27 재단법인 제철장학회 설립(현 포스코청암재단)
02. 22 제1종 철강공업자 지정(철강공업육성법 의거)
04. 01 전 직원 사원제 채택

04. 01 포항 1제선공장(고로) 착공
04. 08 사보 <쇳물> 창간호 발간

05. 14 JG와 2단계 기술용역계약 체결
06. 01 포항 1분괴공장 착공

07. 02 포항 1제강공장 착공

08. 20 건설비상 1호 ‘열연비상’ 선포
09. 15 포항 효자제철유치원 개원

10. 24 KIST와 기술용역계약 체결
11. 01 포항 강편공장 착공

11. 12 포항 호안공사 착공(1972. 9. 14 준공)

11. 25 호주 해머슬리(Hammersley)와 철광석 구매계약 체결
12. 02 포항 제품부두 준공(1972. 5. 1 개항)

1972

02. 03 주물선공장(고로) 실수요자 선정

03. 08 제철기술컨설턴트, SMEC로 사명 변경
05. 31 포항 공작정비공장 준공

07. 31 후판제품 첫 출하(62톤)
10. 03 포항 1열연공장 준공
10. 05 열연박판 첫 출하
11. 05 열연코일 첫 출하

11. 26 후판 1500톤 첫 수출(미국)
12. 24 주물선공장(고로) 착공

12. 31 본사 포항 이전 및 서울사무소 설치

1973

03. 02 원료선 아잔타(Ajanta)호, 포항 원료부두 첫 입항
03. 20 포항 1기 부지조성 공사 준공
04. 01 실업축구단 창단

04. 07 포항제철소 구내철도 개통(총 18.8km)
04. 14 호주 철광석 첫 입하
04. 16 열연코일 첫 수출
06. 08 포항 1고로 화입

06. 09 포항 1고로 첫 출선(오전 7시 30분)
06. 15 포항 1제강공장 준공

06. 19 포항 1분괴공장·강편공장 준공으로 일관생산공정 완성
07. 03 포항 1기 종합 준공(연산 103만 톤)
08. 01 빌릿 첫 출하

10. 01 국제철강협회(IISI) 준회원 가입

11. 01 ZD운동 및 공장새마을운동 개시
12. 01 포항 2기 종합 착공

1974

02. 23 동남아철강협회(SEAISI) 준회원 가입
03. 05 포항 주택단지 내 지곡초등학교 개교

04. 03 로스앤젤레스연락소·시드니연락소 개설
06. 03 전산화 1단계 가동(FACOM 230-25S)
06. 27 포항 1제강공장 출강 100만 톤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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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 포항 1고로 출선 100만 톤 돌파

04. 24 포항 1제강공장 전로 용선 유출사고 발생

05. 01 포항 1선재공장 준공

08. 28 박태준 사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05. 27 정부, 포항 4기 사업계획 승인

08.

08. 01 포항 1연주공장 착공
09. 02 포항 1냉연공장 착공

10. 01 주물선공장(고로) 준공
10. 21 사내 직업훈련소 개소

11. 13 영천댐 착공(1980. 1. 2 준공)

12. 02 열연코일 생산 100만 톤 돌파

12. 30 제품출하 100만 톤 돌파, 수출 1억 달러·매출액 1000억 원

1975

달성

02. 01 뒤셀도르프연락소·상파울루연락소·베이루트연락소 개설
04. 10 뉴욕연락소 개설(로스앤젤레스연락소 이전)

04. 25 한국종합제철 흡수합병 결의(임시 주주총회)
05. 03 정부, 포항 3기 사업계획 승인

04. 25 제강복구대책본부 설치

05. 28 포항 1제강공장 화재사고 복구 완료
07. 01 포항 1선재공장 착공

08. 02 부실 시공한 발전송풍설비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 폭파
10. 05 포항제철소 내방객 100만 명 돌파
10. 09 국제철강협회(IISI) 정회원 승격
11. 01 포항 전기강판공장 착공
12. 09 실업야구단 창단

1978

02. 28 포항 2후판공장 준공
02. 28 제철복지센터 준공

03. 02 포항 4기 건설자금(1억 달러) 정부 무보증차관 도입 계약 체결

(시티은행)

07. 01 직원 전용 통근열차 운행

03. 03 포항 주택단지 내 지곡중학교 개교

08. 01 포항 정비관리센터 준공

06. 13 포항 3기 설비 건설비상 선포

07. 19 로스앤젤레스연락소 재개설·싱가포르연락소 개설
11. 03 타이완 CSC 연수생 기술지도(2주간)
11. 29 1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1976

05. 31 포항 1연주공장 준공

05. 31 포항 2고로 화입, 포항 2기 종합 준공(연산 260만 톤)
07. 03 전산화 2단계 1차 가동(FACOM 230-45S)
08. 02 포항 3기 종합 착공

11. 16 학교법인 제철학원 설립(현 포스코교육재단)
12. 09 제철판매주식회사 설립

12. 10 제1호 기성보 탄생(연봉학 기성보)

1977

01. 01 기술연구소 설립

01. 12 타이완 CSC 연수생 제강조업 기술지도(~4. 26)
02. 28 포항 1냉연공장 준공(4. 30 첫 출하)
03. 18 포항 3기 공기단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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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4 제1회 안전의 날 선포

09. 01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개교
09. 12 추석휴가 반납 캠페인 시작
09. 17 합동 추석성묘제 시행

09. 24 건설비상회의 66일간 강행(~11. 28)

10. 14 포항 3기 공사 ‘정리정돈 별동대’ 가동

10. 27 정부, 제2제철 실수요자로 포항제철 확정
10. 30 포항 정보관리센터 준공

11. 01 정부, 제2제철 1기 사업계획 승인
11. 04 제2공장 입지조사위원회 구성

11. 16 포항 1제강공장 출강 1000만 톤 달성
12. 02 포항 2제강공장 준공

12. 08 포항 3고로 화입, 포항 3기 종합 준공(연산 550만 톤)
12. 29 박태준 사장, 동아일보 ‘올해의 인물’로 선정

1979

01. 11 포항 1고로 출선 1000만 톤 달성
02. 01 포항 4기 종합 착공

07. 24 제2공장 입지, 아산만으로 확정

제2공장 건설사무소 개소(경기도 평택)

09. 25 미국 석탄 광산 타노마 개발 계약 체결
09. 27 포항 1고로 2대기 조업 개시

10. 15 포항 전기강판공장 준공(12. 20 첫 출하)
12. 06 기업체질강화추진위원회 출범

1980

02. 27 포항 효자음악당 개관(현 효자아트홀)
03. 06 포항제철중학교 개교

04. 01 밴쿠버·멕시코시티사무소 개설
04. 01 제2공장 추진팀 해체

04. 01 <자주관리> 창간호 발간
07. 01 포항 2열연공장 준공

07. 09 미국 석탄 광산 타노마 착공

11. 10 호주 석탄 광산 마운트솔리 합작개발 계약 체결
11. 12 광양군, 제2공장 입지 확정 환영대회 개최
12. 01 광양 제2공장 건설사무소 개소

1982

01. 25 전라남도·경상남도와 어업권 보상업무 위탁협약 체결
02. 09 정부, 광양 1기 사업계획 승인
03. 09 캐나다 POSCAN 설립
04. 01 전 사원 월급제 도입

04. 01 제철정비 창립(현 포스코플랜텍)

04. 23 호주 석탄 광산 마운트솔리 생산 개시(7. 9 첫 입하)
06. 03 건설부, 광양공업지구 건설사무소 개설
06. 29 금호도 종합개발계획 확정

09. 09 미국 석탄 광산 타노마 준공(1983. 1. 18 첫 입하)

09. 13 캐나다 카이저(Kaiser)와 석탄 광산 그린힐스 합작개발

계약 체결

07. 24 국보위 건설분과, 제2공장 입지로 아산만 재확정

09. 28 광양 호안 공사 착공(1984. 11. 30 준공)

10. 16 교대근무자 특별휴가제 도입

12. 31 광양제철소 소본부 준공

08. 01 정부, 포항 4기 2차 사업계획 승인
11. 01 전산화 3단계 1차 종합 가동
12. 06 포항 품질정보센터 출범

12. 16 제2공장 입지 선정을 위한 ‘임해기지 지반조사반’ 출범

1981

01. 13 호주 POSA 설립

01. 21 노사협의회 출범

02. 03 포항 2연주공장 준공

02. 18 포항 4고로 화입, 포항 4기 종합 준공(연산 850만 톤)
02. 28 정부투자기관에서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
03. 02 박태준 초대 회장·고준식 2대 사장 취임
03. 06 포항제철고등학교 개교

06. 26 냉연판매부 신설 및 제철판매(주) 흡수 합병
09. 01 포항 4기 2차 종합 착공

12. 14 광양 이주민 주택단지 조성 공사 착공

1983

01. 28 독일 티센과 광양 1기 기본기술계획(MEP) 검토용역 계약

체결

02. 06 포항 CTS 기지 착공

02. 28 광양 준설매립 공사 착공

04. 01 프로축구단 ‘돌핀스’ 창단

05. 25 포항 4기 2차 종합 준공(연산 910만 톤)
05. 25 포항 2고로 2대기 조업 개시

07. 11 광양 1기 기본기술계획(MEP) 확정
07. 21 광양 CTS사업추진본부 출범

08. 20 정부, CTS사업 실수요자를 (주)한양에서 포항제철로 변경
09. 10 캐나다 석탄 광산 그린힐스 준공(1983. 9. 6 첫 입하)
10. 24 광양제철소 개소

10. 01 건설본부 출범

1984

11. 04 정부, 제2공장 입지 광양만으로 최종 확정

01. 29 홍콩 팬코머스(Pan Commerce) 설립(1985. 5 매각)

11. 01 자주관리의 날 선포

01. 20 광양 연약지반 개량 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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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7 영국 데이비 매키와 광양 1기 제선설비 공급 계약 체결

04. 30 포항 무인자동화창고 준공

10. 02 종합 설비관리 시스템(ATOMS) 가동

09. 12 정부, 광양 4기 사업계획 승인

05. 16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스틸에 전산기술요원 5명 파견

06. 30 포항 3연주공장 준공

11. 12 정부, 광양 3기 시업계획 승인

1990

04. 01 제1호 기성 탄생(연봉학 기성)
07. 31 전산화 3단계 2차 종합 가동

08. 21 POSAM(POSCO-America) 설립
09. 06 포항 CTS 기지 준공

10. 15 광양 1열연공장 착공

11. 28 포항 2선재공장 준공

1985

02. 05 안병화 3대 사장 취임
03. 05 광양 1기 종합 착공

03. 05 광양 1제강공장·1연주공장 착공

03. 05 광양제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개교

03. 07 포항 원료부두 15만 톤급 접안시설 준공
03. 13 정부, 광양 2기 사업계획 승인
04. 01 포항 신 홍보센터 준공

04. 14 포항제철소 전 지역 정전사고 발생
07. 04 정부, 포항공과대학 설립계획 승인
08. 17 신 제철연수원 준공

08. 27 광양제철소 호스트 컴퓨터 1호기(IBM 3081GX) 가동
09. 08 동남아철강협회 정회원 승격

09. 20 제철정비, 제철정비철구공업으로 사명 변경
10. 18 광양 부지조성 공사 종합 준공

10. 29 홍콩 PUYA(포아실업유한공사) 설립
11. 08 제철연수원 백암수련관 준공
11. 22 스테인리스사업추진반 발족
12. 02 광통신 LAN 시스템 개통

1986

02. 01 제철기술상 신설(현 포스코기술대상)
03. 03 광양제철고등학교 개교

03. 21 스테인리스 열연코일 생산 실수요자 확정
03. 31 광양 생산종합관제센터 준공

04. 01 US Steel과 합작법인 UPI(USS-POSCO Industries) 출범
04. 10 광양 CTS 기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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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30 제철전기콘트롤 설립(현 포스코ICT)
09. 30 광양 2기 종합 착공

10. 02 광양 무인자동화창고 준공
12. 02 포항 전기도금공장 준공
12. 03 포항공과대학 개교

12. 19 7500만 달러 규모의 FRN(변동금리부 채권) 최초 발행

1987

01. 22 광양제철소 열연코일 시제품 첫 출하(200톤)
01. 22 광양제철소 조업용 철광석 첫 입하(12만 톤)
02. 01 1사 2소 체제 시행

02. 27 광양 1열연공장 준공

02. 28 포항 2냉연공장 준공

03. 02 광양 1연주공장 준공

03. 03 산업과학기술연구소(RIST) 설립(3. 27 창립식)
03. 05 포항공과대학 신입생 첫 입학

03. 05 포항제철 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개교
03. 26 광양 1냉연공장 착공

03. 28 포항 스테인리스공장 착공

03. 31 포항 생산종합관제센터 준공
04. 01 포항 본사 신사옥 준공

04. 01 사내 방송 포스코-TV 개국

04. 01 광양제철소 정비전문회사 제철설비 설립
04. 17 광양 원료부두 준공
04. 23 포항강재공업 설립
04. 24 광양 1고로 화입

04. 30 광양 1제강공장 준공

05. 07 광양 1기 종합 준공(연산 1180만 톤)
05. 13 박태준 회장, 베서머 금상 수상
07. 29 정명식 4대 사장 취임

09. 22 광양제철소 인입 철도선 개통(19.7km)
10. 01 전 직원 단일 직급제 시행
10. 01 제철복지회 출범

11. 01 통근버스 운행 개시

12. 28 철강 밴(VAN) 시스템 1단계 가동

1988

01. 11 국내 최초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가동
01. 15 포항코일센터 설립

01. 27 우리사주조합 창립
02. 15 포항도금강판 설립

04. 21 포항특수석판 설립

04. 25 일본 PIO(POSCO International Osaka Inc) 설립
05. 01 포항 무방향성 전기강판 능력증강 사업 준공
06. 07 미국 석탄 광산 타노마 매각

06. 10 국민주 1호 상장(4. 1~4. 11 청약)
06. 29 노동조합 결성

07. 12 광양 2고로 화입, 광양 2기 종합 준공(연산 1450만 톤)
09. 08 전사 출강 1억 톤 달성

10. 09 제22차 국제철강협회(IISI) 서울총회 개최(~10. 12)
11. 01 광양 3기 종합 착공

11. 02 인공 강재어초 4기 투하(흥해 연안바다)
11. 03 포항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착공
11. 30 포항 3선재공장 준공

12. 14 장기근속직원 부부동반 해외여행 최초 실시(~12. 21)

1989

01. 19 광양 1냉연공장 준공

01. 23 포항 3고로 2대기 조업 개시
01. 27 전사 조강 생산 1억 톤 달성

02. 28 포항 스테인리스 소둔산세공장 준공
03. 08 광양제철 남유치원·남초등학교 개교
03. 31 포항 스테인리스 1제강공장 준공

04. 01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04. 08 미국 UPI 냉연공장 설비현대화 완료
05. 15 포항 4연주공장 준공

08. 08 제1회 기술부회 전사발표대회 개최(~8. 9)

11. 27 포스데이타(현 포스코ICT) 창립
01. 01 회사 마크 및 로고 개정

02. 07 포항공과대학 석사 첫 배출(80명)

03. 06 명예회장·부회장·전무이사 제도 도입
03. 21 황경노 1대 부회장 취임

04. 01 전 직원 단일호봉제 시행
05. 31 정우석탄화학 인수

06. 30 포항 주물선고로 종풍(1992. 1. 23 폭파 해체)

07. 31 포항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준공 및 일관생산체제 구축
07.

냉연고객사 대상 기술서비스 전담제도 시행

08. 16 포항 특수석판공장 준공

08. 20 포항 스테인리스 냉연제품 첫 출하

08. 28 광양 2열연공장·전기도금공장 준공
08. 31 <자주관리> 종간

09. 12 <POSCO 주간뉴스> 창간호 발간
09. 25 포항 신주물선고로 화입

11. 06 광양 2제강공장·2연주공장 준공
11. 10 포항 축구전용구장 준공

12. 04 광양 3고로 화입, 광양 3기 종합 준공(연산 1750만 톤)
12. 10 포항 환경자동감시센터 종합 준공
12. 18 포스코휼스 설립

1991

01. 05 광양 4기 종합 착공

01. 30 광양 2냉연공장 준공

02. 02 포항공과대학 제1회 졸업생 배출(139명)
02. 27 제1회 직원정책자문회의 개최
04. 20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05. 14 PUYA(포아실업), POA(POSCO Asia)로 사명 변경
05. 15 포항제철소 정비전문회사 제철정비 재설립
08. 26 제철정비철구공업, 거양개발로 사명 변경
12. 02 전사 전자메일 시스템 가동

12. 20 스트립캐스팅 적용 스테인리스 열연코일 제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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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03. 12 정명식 3대 회장, 조말수 6대 사장 취임

06. 13 직장협의회 출범

05. 29 포항 프로축구 출범(현 포항스틸러스)

01. 15 광양제철소 교육관 개관

04. 01 제철전기콘트롤, 포스콘으로 사명 변경

06. 24 포항특수석판, 포스틴으로 사명 변경

09. 01 포스코센터 개관

01. 01 직원 정년 연장(55→56세), 재고용·명예퇴직제 도입
02. 19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7년 만기 ERB(주식상환채권) 첫 발행
04. 01 올해의 포철인 첫 탄생(정내신 주임, 권성만 계장)
04. 01 베트남 포스비나(POSVINA) 설립

06. 26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사업계획서 제출
07. 01 회사 내방객 1000만 명 돌파

07. 14 광양 금호음악당 개관(현 백운아트홀)

07. 15 광양 글래스하우스(Glass House) 준공
07. 18 광양 3열연공장 준공

07. 23 포항 개척생활관 신관 개관

08. 01 2억 5000만 달러 규모 10년 만기 양키본드 첫 발행
08. 01 노동조합 집행부 총사퇴

09. 07 광양 전천후부두 준공(포항 10. 31)
09. 24 포항제철 기업이념 선포
09. 25 광양 4고로 화입

09. 25 광양 3냉연공장 준공

09. 26 스테인리스 제품 생산 100만 톤 달성
09. 30 광양 축구전용구장 준공

10. 02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종합 준공(연산 2100만 톤)

10. 03 박태준 회장, 박정희 대통령에게 4반세기 건설 대역사 완수

보고

10. 05 박태준 회장 이사회에 사직서 제출

10. 09 박태준 명예회장, 황경노 2대 회장, 정명식 2대 부회장,

박득표 5대 사장 취임

10. 13 외국인 주식취득 허용(전체 8%·개인 1% 이내)
10. 15 3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유로본드 첫 발행
10. 24 광양 백운산수련관 개관

11. 16 4조3교대 근무제도 전사 시행

1993

02. 01 판매점 밴(VAN) 시스템 가동
02. 26 포항 1고로 3대기 조업 개시

02. 28 중국 광주진도컨테이너공장 종합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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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50년 통사

04. 01 신포스코 창조 선포

04. 02 자재공급사 밴(VAN) 시스템 가동

04. 09 일본 후지우라(藤浦)물류센터 설립
04. 21 입찰정보 전화응답 시스템 가동

05. 11 베트남 비나파이프(VINAPIPE) 설립

05. 19 세일즈 엔지니어 요원, 판매부서 배치
06. 10 사내공모제도 도입

06. 30 경영성과 배분제도 시행

07. 21 포항제철 윤리강령 선포

07. 23 대전세계박람회 소재관 개관(~11. 7)

10. 01 제철소 출퇴근 복장 자율화(황색 근무복 폐지)
10. 07 종합수주생산시스템 옵티마(OPTIMA) 가동

06. 15 주간 <포스코신문> 창간호 발간
07. 01 기술연구소 설립
07. 01 포스틸 출범

07. 01 제철설비, 포철기연으로 사명 변경
07. 08 포스트레이드 출범

07. 11 일본 POSMETAL 설립

07. 19 포항 4고로 2대기 조업 개시
07. 29 노동조합 재결성

09. 01 포스코 로고타입 및 심볼마크 변경
10. 01 베트남 비나파이프 강관공장 준공

10. 14 국내 기업 최초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3억 달러 규모의 ADR 발행)

10. 18 아시아 일반기업 최초로 사무라이본드 발행

10. 26 중국 포철천진(天津)강재가공유한공사 설립

10. 19 일본 후지우라(藤浦)물류센터 준공

11. 14 제1회 품질경영대상 시상

(5년 만기, 265억 엔)

10. 30 본사·포항제철소 ISO 9002 인증 획득(12. 7 광양제철소 획득)
11. 01 포항 코렉스공장 착공

12. 11 광양제철소 사내직업훈련원 개원

12. 30 제철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 사명 변경

1994

01. 01 전략정보시스템 가동

01. 17 스트립캐스팅 파일럿 플랜트 착공

01. 18 베트남 VPS(VSC-POSCO Steel) 설립

02. 03 경제정의기업상(대기업 부문 1위) 수상(1994~1995)
02. 28 제2이동통신 주도사업자 선정
03. 08 김만제 4대 회장 취임

03. 11 김종진 7대 사장 취임

04. 01 사업본부제 및 팀제 도입

04. 01 제철정비, 포철산기로 사명 변경
05. 02 신세기통신 공식 출범

06. 01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설립

06. 09 <주간 POSCO> 종간(통권 195호)

10. 28 도쿄연구소 개소

11. 21 경영자정보시스템(EIS) 가동

12. 01 포스틸, 포항코일센터 흡수 합병
12. 01 포스코개발ㆍ포철로재 출범
12. 07 포항방사광가속기 준공

12. 14 철강제품 판매 2억 톤 달성

12. 16 전남 드래곤즈 축구단 창단

1995

01. 05 제1회 경영위원회 개최(1994. 12. 13 신설)
01. 24 광양 1미니밀 착공

01. 29 스트립캐스팅 파일럿 플랜트 준공
02. 18 거양해운 매각

02. 21 포스에이씨 출범(현 포스코A&C)

06. 01 포항 한마음 축제 개최(광양 6. 2 개최)
09. 15 베트남 VPS 봉강압연공장 준공

10. 26 포스코켐(구 제철화학)·정우석탄화학 매각
10. 27 런던증권거래소 증시 상장
10. 30 유럽연구소 개소

11. 27 중국 최초 생산법인 대련(大連)포금강판유한공사 설립
11. 28 포항 코렉스공장 준공
11. 30 포스틴 흡수 합병

12. 18 중국 최초 코일센터 POS-TIANJIN 준공
12. 19 포스코 환경방침 제정

12. 19 마지막 건설회의 개최(1970. 12 이후 279회)

12. 31 엔지니어링본부와 건설본부의 E&C 기능, 포스코개발로 이관

1996

01. 01 자재공급사 EDI 입찰 시스템 본격 가동
01. 15 마이포스 시스템 전사 확대 가동

01. 22 중소기업 공사 및 납품대금 전액 현금 지급 개시

01. 30 대일청구권 유상자금 상환 완료(총 277억 3천만 엔)
03. 06 브라질 펠릿공장 코브라스코(KOBRASCO) 설립
03. 10 포스코 사외용 인터넷 홈페이지 가동
03. 12 포스코 환경보고서 최초 발간

03. 22 경제성 마인드 향상 운동 개시

04. 01 신세기통신, CDMA 상용화 017 서비스 개시
05. 30 광양 3CGL 준공

06. 04 남아공 포스크롬 합작설립 계약 체결
07. 08 포스틸, 포스트레이드 합병

07. 09 산업과학기술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으로

법인명 변경

03. 01 명예퇴직 시행(1412명)

07. 10 세계 2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동시 획득

03. 06 제1회 포스코 철강논문상 시상

07. 11 서울 사원임대아파트 입주 개시

04. 17 지역협력위원회 출범

08. 30 포항 스테인리스 2기 준공

03. 02 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 개원
03. 30 포스코신기술연구조합 설립(현 철강융합신기술연구조합)

(ISO 14001·BS 7750)

08. 27 기술본부 신설 및 기술전략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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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30 김만제 회장, 국제철강협회(IISI) 회장 선임

03. 17 유상부 5대 회장ㆍ이구택 8대 사장 취임

03. 16 글로벌 전문경영체제(GPM) 도입

06. 01 TV 광고 1편 ‘철이 없다면’ 첫 방송

11. 15 중국 장가항포항강판유한공사 창립

05. 25 중국 장가항포항강판 CGL 준공

04. 01 로컬판매제도 폐지(내수 판매가격 단일화)

06. 16 산업은행 보유 지분 3% 자사주로 매입(2차)

10. 15 광양 1미니밀 준공

12. 16 스틸캔 맥주 전국 판매 개시

1997

02. 15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유한공사 설립
03. 01 포철산기, 포철기연(전 제철설비) 합병
03. 14 사외이사·사외감사 제도 도입
03. 31 창원특수강 공식 출범

04. 01 중국 광동 순덕포항도신강판 설립

04. 04 베네수엘라 포스벤(POSVEN) 설립

05. 24 홍콩 포스인베스트(POSINVEST) 설립
06. 19 포스텍기술투자 설립

06. 24 국내 최초 로로선 광양리더호 운항 개시
08. 01 포항 2고로 3대기 조업 개시
08. 28 광양 4냉연공장 준공
09. 01 광양 2미니밀 착공

09. 11 포항 3후판공장 준공

09. 12 미국 자동차강판 품질인증 시스템(QS 9000) 인증 획득
09. 25 중국 대련포금강판 아연도금강판공장 준공
09. 30 기술연구소 본동 준공

10. 20 인도네시아 미니밀 착공
11. 10 미얀마포스코 설립

11. 20 노경협의회 출범(9. 30 직장협의회 폐지)
12. 02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착공

12. 04 경영성과 평가기법 EVA(Economic Value Added) 도입
12. 09 일본 후지우라 신물류센터 준공
12. 15 사보 <쇳물> 종간(통권 309호)

1998

01. 03 코렉스 조업·정비 기술판매 첫 계약(남아공 살다나사)
01. 21 판매ㆍ생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03. 01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개교

03. 05 동남아 첫 코일센터 태국 POS-THAI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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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8 투자사업 합리화 전담 조직 신설
05. 26 광양 2미니밀 사업 중단

06. 01 판매부문 구조조정(주력 제품 판매 포스코 일원화)
06. 23 중국 대련 ETL 사업 및 광동 EGL 사업 중단
06. 23 실업대책기금 255억 원 기탁

07. 21 인도네시아 스테인리스 냉연 합작사업 중단

07. 23 남아공 포스크롬(POSCHROME) 종합 준공
07. 28 창립 이후 최초 감산체제 운영 결정
09. 07 자재구매 통합 시스템 전사 가동

09. 18 중국 순덕포항도신강판 CGL 준공

03. 24 포철기연 설립(포철산기 광양 정비부문 분리)
04. 20 대변인 정례 브리핑 제도 도입

06. 22 신일본제철 주식 매입(~6. 23, 60만 1000주)
06.

인도네시아 미니밀 합작사업 중단

07. 22 산업은행 보유 지분 8%(772만 주) 해외 DR 매각
08. 27 파이넥스 파일럿 플랜트 준공
09. 01 간부사원 한시명예퇴직 시행
10. 19 PI 마스터 플랜 확정
10.

미국 포천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강기업 1위
(1999, 2000)

10. 08 인도 첫 코일센터 POS-HYUNDAI 준공

12. 21 SKT와 이통통신 분야 전략적 제휴

10. 16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12. 28 산업은행 보유 지분 3% 자사주로 매입(1차)

10. 13 중국 광동 순덕코일센터 준공

10. 23 중국 대련포금강판 컬러강판공장 준공

10. 31 포항 무방향성 전기강판 능력증강 사업 종합 준공
10. 31 광양 로로선 전용 제품부두 종합 준공
11. 16 브라질 코브라스코 펠릿공장 준공

12. 01 홍콩 아시아머니 선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우수기업
12. 12 포항 분괴공장 종업(전 강종 연주화 실현)

12. 14 정부 보유 지분 전량(3.14%)·산업은행 보유 지분 중 2.73%

해외 DR 매각

12. 14 신일본제철, 회사 주식 0.1% 최초 매입

(588만 5000달러)

12. 24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제도 시행
12. 24 미얀마 아연도금강판공장 준공

12. 28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12. 31 본부제 폐지 및 담당임원제 도입

1999

01. 12 PI(Process Innovation) 프로젝트 킥오프
01. 15 영보드(Young Board) 출범

01. 22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준공
03. 01 포항강판 출범(포항강재공업ㆍ포항도금강판 합병)

12. 27 전사 일일 업무일지 폐지(PI 업무개선 아이디어)
12. 31 포스코센터 정기음악회 첫 개최(밀레니엄 제야음악회)
12.

2000

미국 포브스 선정, 글로벌 400대 기업 및 금속광업 부문
최고 기업

01. 03 사내 전자게시판 포스비(POS-B) 개설
01. 03 신세기통신 지분, SKT에 양도 완료
02. 11 CEO 기업설명회 첫 개최

02. 17 해외 CEO 기업설명회 첫 개최
02. 29 자사주 5% 매입(~5. 26)
03. 02 광양 LNG 발전소 준공

03. 07 인천항 로로선 전용부두 준공
03. 16 일상감사제 폐지

06. 06 포스코센터 홍보관 개관

06. 20 베네수엘라 포스벤 HBI공장 준공
06. 30 자기발전 휴직제도 도입

07. 09 사내 IT 자격 시험 첫 시행

08. 02 신일본제철과 전략적 제휴 합의
08. 22 포항제철소 환경감시센터 준공

08. 30 사이버 마켓 ‘스틸엔닷컴(Steel-N.com)’ 가동
09. 07 포스코휼스 매각

09. 28 공공적 법인 지정 해제(1인당 주식 소유 제한 폐지)
09. 29 산업은행 보유 지분 4.6% 해외 DR 매각

10. 04 민영화 완료(산업은행 보유 지분 2.24% 매입)
12. 01 e-캠퍼스 홈페이지 개설

2001

01. 01 사내 벤처제도 도입

01. 17 포항 LNG 발전소 준공

04. 01 포철로재, 포스렉(POSREC)으로 사명 변경

04. 02 전자상거래 사이트 ‘엔투비(www.entob.com)’ 개설
05. 28 사내벤처 1호 TFS(Total Fluid Solutions)팀 출범
06. 01 박태준 명예회장 위촉

06. 11 판매·구매 업무 ‘Steel-N.com’으로 일원화
06. 13 2002 한일 월드컵 공식 공급업체 선정
07. 02 포스피아(POSPIA) 시스템 가동

08. 14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 장가항포항강판 합병

08. 22 중국 시치둥수(西氣東輸) 프로젝트 공급자 선정

(열연코일 6만 톤, 후판 2000톤)

04. 01 총괄직 이상 직원 연봉제와 명예퇴직제 도입

08. 29 자사주 3%(289만 1140주) 소각

04. 03 e-러닝 시스템 본격 가동

10. 05 광양 커뮤니티센터 준공

04. 01 그룹웨어 포스웨어 가동
04. 18 광양 5고로 화입

04. 19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 도입(2000. 6. 16 첫 지급)
05. 29 전자상거래 회사 엔투비 설립
05. 31 광양 4CGL 준공

09. 28 VI(Visual Identity) 변경

10. 08 포스코 홈페이지, IISI 웹사이트 평가 1위 선정
10. 20 토요 격주 휴무제 시행

10. 30 코렉스 2대기 조업 개시
11. 01 판매실명제 도입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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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11. 08 2기 PI 체제 출범

04. 14 미국 포브스 선정, 5년 연속 철강부문 최고기업

10. 21 중국 가공센터 POS-SPC 종합 준공

02. 20 광양 핫프레스포밍 공장 준공

12. 03 제1회 매퍼스 콘퍼런스 개최(~12. 7)

04. 30 포항 스테인리스 3기 준공

12. 15 경제정의기업상 대상 수상

02. 24 윤석만 사장·이윤 사장 취임

11. 27 제1회 IR 우수기업상 대상 수상

2002

01. 07 e-리더스 아카데미 개설

03. 01 포스코개발, 포스코건설로 사명 변경
03. 15 주식회사 포스코로 사명 변경
03. 29 포항 DRM 준공

03. 30 2기 PI 마스터 플랜 확정

04. 03 BHP빌리톤과 호주 철광석 광산 ‘포스맥’ 개발 계약 체결
05. 02 6시그마 1차 웨이브 킥오프

06. 04 광양 1고로 2대기 조업 개시

06. 17 WSD 평가, 경쟁력 세계 1위 철강사(2002~2004)

07. 01 신우리사주제도(ESOP) 첫 시행(2006년까지 5년간 시행)
07. 08 말레이시아 코일센터 SSC 출범

09. 24 베트남 포스비나 컬러강판공장 준공

04. 16 워싱턴사무소 개설

05. 02 포항테크노파크 1단계 준공

05. 07 포항 무방향성 전기강판 능력증강 사업 준공
05. 29 파이넥스 데모 플랜트 준공
05. 29 포스코봉사단 창단

06. 02 포스코 윤리규범 선포
06. 16 주5일 근무제 시행

07. 03 포스코역사관 개관

09. 19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준공
10. 24 6시그마 블랙벨트 첫 탄생(70명)
10. 30 호주 철광석 광산 포스맥 준공
11. 07 포스코차이나 출범

11. 24 미국 비즈니스위크 선정, IT혁신 대표기업
12. 16 6시그마 마스터 블랙벨트 첫 탄생(24명)

10. 29 멕시코사무소 재개설

2004

11. 06 CEO와 함께하는 경영정책 설명회 개최

01. 20 포스코 지속가능방침 선포

10. 30 인도네시아 첫 코일센터 POS-MI 출범

11. 16 광양 CTS, 해외 물량 첫 반출(일본, 석탄 1만 4000톤)
12. 03 6시그마 페스티벌 첫 개최(현 IP 페스티벌)

2003

01. 01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시행

01. 10 일본 혼다자동차 우수공급사상 첫 수상

01. 17 엔터프라이즈 포털(Enterprise Portal) 가동
01. 21 광양 자동차강재 가공연구센터 준공

01. 23 CTS 사업 합작법인 포스코터미날 설립

02. 27 중국 광동순덕포항강판 전기강판·컬러강판 설비 증설

공사 준공

03. 03 미국 포천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철강기업 1위
03. 05 중국 대련포금강판 컬러강판 설비 증설공사 준공
03. 14 이구택 6대 회장ㆍ강창오 9대 회장 취임
03. 14 중국본부 신설

04. 03 광양 TWB공장 준공

542

포스코 50년 통사

01. 13 중국 가공센터 포스청도 준공
03. 06 아름다운가게 ‘포스코 데이’ 개최
03. 12 포스코 지배구조헌장 제정

03. 20 제1회 나눔의 토요일 행사 첫 개최

04. 27 제1회 i2 플래닛 체어맨상 수상(SCM 세계 최고 기업)
05. 18 제1회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개최
06. 12 제1회 포항국제불빛축제 개최

06. 15 기업지배구조 최우수기업 첫 선정

06. 28 한국능률협회 선정,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2004~2018)

07. 01 민간기업 최초 인도네시아 탕구 LNG 직도입 계약 체결
08. 24 비윤리행위 신고보상제도 시행

09. 14 호주 석탄 광산 팍스리 지분 인수
09. 20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10. 15 포스코재팬(POSCO Japan) 설립

10. 19 국내 최초 외부기관 검증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12. 09 광양 TWB공장 증설공사 준공

2005

01. 20 파이넥스기술, 2004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인증

02. 15 MES 종합 가동 및 2기 PI 완료(디지털 포스코 완성)
02. 17 포스코 인증 공급사 첫 선정(14개 사)
02. 18 존경받는 기업 대상 수상

03. 10 중국 청도포항불수강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준공
03. 17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출범
04. 15 광양 하이드로포밍공장 준공
04. 27 베네핏 셰어링 첫 성과 보상

05. 04 포항 API강재가공연구센터 준공

05. 24 한국종합에너지 인수(9. 9 포스코파워로 사명 변경)
05. 20 광양 2고로 2대기 조업 개시

06. 02 기업윤리 자율실천 프로그램 킥오프
07. 04 광양 LNG터미널 준공

08. 20 캐나다 석탄 광산 엘크뷰(Elkview) 지분 인수
08. 25 포스코인디아 설립

09. 02 광양 5CGL·MCL 준공

09. 08 SAM DJSI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최초 진입(2005~2018)
09. 08 포스코청암재단 출범

10. 02 제39차 국제철강협회(IISI) 서울총회 개최(~10. 5)
10. 12 세계 지식경영대상 첫 수상
10. 27 광양 CTS 설비 준공
11. 04 기업윤리대상 수상
11. 16 메세나 대상 수상

02. 24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제 도입
03. 03 국세 1조 원 탑 수상

03. 15 공정거래 자율준수 이행평가 최우수상 수상
03. 28 자동차강판 판매 500만 톤 달성

04. 20 포스코재팬 제품 판매 1000만 톤 달성
05. 04 포항 3고로 3대기 조업 개시

05. 22 페로니켈 생산 합작법인 SNNC 설립
06. 30 광양 6CGL 준공

06. 30 스트립캐스팅 데모플랜트 완공

07. 04 광양제철소, 세계 1위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 비전 선포
07. 05 포항 전기강판 신예화 종합 준공

07. 07 포항 2열연공장 신예화ㆍ연연속 압연설비 준공
07. 13 건설노조 포항본사 무단점거 농성(~7. 22)
08. 01 전사 RAI 시행

08. 07 포항 2열연공장, 세계 최초로 바(Bar) 접합방식 연연속압연

성공

08. 11 3기 경영혁신 1차 MOVE 킥오프

08. 23 광양 TWB공장 증설 공사 종합 준공
09. 01 포스코타일랜드 출범

09. 18 기후변화 대응능력 50대 우수기업(CDP위원회 선정)
11. 05 1180MPa급 자동차강판 세계 최초 양산

11. 22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 스테인리스 일관생산설비 종합 준공
12. 07 포스코멕시코 설립

12. 21 인도 코일센터 POS-IPC 준공

12. 22 호주 석탄 광산 뉴팩(NEWPAC) 지분 인수

11. 22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2007

12. 22 대ㆍ중소기업 협력 대상 수상

02. 23 정준양 사장 취임

11. 25 중국 가공센터 POS-FPC 준공

2006

01. 20 태국 코일센터 POS-TPC 준공

02. 03 일본 가공센터 POS-NPC 준공

01. 25 제1회 자동차강판 EVI 포럼 개최(~1. 26)
03. 08 멕시코 가공센터 POS-MPC 준공

03. 21 포항 조강 1000만 톤 체제 구축(2제강공장 300톤급

탈린로 준공)

03. 27 제1회 포스코청암상 시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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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03. 30 글로벌 포스코웨이 비전 ‘새로운 성공 신화를 향하여’ 선포

02. 14 한국윤리경영종합대상 수상

03. 12 제1회 대한민국 수출경영대상 수상

10. 12 WSA 기후변화 파트너 인증

04. 26 스테인리스 400계 신강종 POS445NF 개발

02. 28 중국 석도강판공장 준공

04. 10 포스코 홍보위원회 출범

10. 20 도요타 본사에서 소재 및 솔루션 전시회(Tech-day) 첫 개최

04. 20 한국디지털대학과 다문화가정 e-배움 협약
05. 07 한국코아, POSCORE로 새 출범

05. 15 독일 폴크스바겐그룹 우수기업상 수상
05. 16 제1회 포스코아시아포럼 개최

05. 28 슬로베니아 물류센터 POS-ESDC 준공
05. 30 파이넥스 상용화 설비 준공

06. 27 포스코 대학생 봉사단 출범

06. 28 일본 가공센터 POS-OPC 준공

07. 03 미국 골드만삭스 선정, 글로벌 지속가능 기업(국내 유일)
07. 12 중국 가공센터 POS-SPC 2공장 종합 준공
07. 24 중국 본강포항 냉연공장 준공

07. 25 호주 석탄 광산 개발회사 코카투(Cokatoo) 지분 인수

02. 18 미국 몰리브덴 광산 마운틴호프 개발 프로젝트 지분 인수
03. 13 발전용 연료전지(POS-BOP1) 발전 개시

03. 21 베트남 첫 가공센터 POSCO-VHPC 준공
04. 01 포스코 비전 2018 선포

04. 01 통합 포털 POSCOWAY.net 오픈

04. 02 미국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대 기업(2008~2013)
04. 18 남아공 망간 광산 칼라하리 지분 인수
04. 26 미국 GM 우수공급사상 최초 수상

05. 05 미국 휴스턴 세계해양기술박람회 최초 참가
05. 09 중국 가공센터 POSCO-CCPC 준공

06. 04 광양 국내 최초 1MW급 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6. 12 포항 준공)

07. 27 순천 마그네슘 판재공장 가동

07. 08 뉴칼레도니아 니켈광 개발권 확보(30년 간 총 90만 톤)

09. 01 광양-포항 철강제품 철송(鐵送) 개시

07. 10 세계 최대 반무연탄 광산업체 맥아더콜 지분 인수

08. 23 미국 포드자동차 Q1 인증 획득

09. 12 인천대교 선재 1500톤 공급 계약 체결

09. 14 국내 최초 복수년(2007~2008) 임금협상 타결
10. 07 이구택 회장, 국제철강협회(IISI) 회장 선임
10. 18 중국 가공센터 POSK-PPC 준공

10. 31 폴란드 가공센터 POS-PPC 준공

11. 22 중국 가공센터 POS-FPC 2공장 준공

11. 30 광양 3고로 2대기 조업 개시(연산 3300만 톤)
12. 12 인도 코일센터 POS-DLPC 준공

12. 14 파이넥스기술, 2007 10대 과학기술 선정
12. 14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 첫 개최

12. 26 말레이시아 MEGS 지분 60% 인수(해외 첫 M&A)

2008

01. 03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포스위드 출범
01. 18 스즈키자동차 우수공급사상 최초 수상
01. 29 제1회 글로벌 EVI 포럼 개최(~1. 31)
01. 29 광양 자동차강판기술센터 준공

02. 01 철강 부산물 재활용법인 PNR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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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9 포스코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07.

호주 구리 광산회사 샌드파이어사 지분 인수

09. 04 세계 최대 발전용 연료전지공장 준공
09. 05 일본 가공센터 POSCO-JYPC 준공

10. 17 브라질 철광석 광산 나미사(National Minerios S.A) 지분

인수

10. 24 중국 자동차용 선재공장 준공

11. 03 국내 최초 페로니켈공장 준공(연산 3만 톤)
11. 12 포스코말레이시아 출범

11. 20 광양 산세냉연강판 생산 1억 톤 달성

04. 02 PSC(Personal Score Card) 전사 도입
04. 15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A+)

04. 21 인도 가공센터 POSCO-IPPC 2공장 준공

04. 23 태국 가공센터 POSCO-TBPC 3공장 준공

05. 07 미국 포브스 선정, 가장 명망 높은 기업 세계 43위(국내 1위)
05. 07 중소기업 상생협력협의회 출범

05. 20 포항 방향성 전기강판 능력증강 사업 준공
05. 21 일본 가공센터 POSCO-JKPC 2공장 준공
05. 22 광양 CEM 설비 준공

06. 16 대한민국 윤리기업대상 종합대상 수상

06. 17 말레이시아 가공센터 POSCO-MKPC 2공장 준공
06. 19 중국 가공센터 POSCO-CWPC 준공

06. 25 포스코 복원 지원 ‘장단역 증기기관차’ 공개
06. 30 국가환경경영대상 전문대상 수상

07. 01 호주 철광석 광산회사 주피터 지분 인수
07. 07 범포스코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07. 13 인도네시아 탕구 LNG, 광양 LNG터미널 첫 입하
07. 21 광양 4고로 2대기 조업 개시

07. 22 베트남 가공센터 POSCO-VNPC 설립
07. 30 대한ST, 포스코AST로 새 출범

08. 06 멕시코 CGL 준공(해외 최초 자동차강판공장)
08. 30 포항 스테인리스 연연속 냉간압연설비 준공
08.

자동차 외판용 590MPa급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세계
최초 개발

11. 27 멕시코 가공센터 POSCO-MPPC 2공장 준공

09. 01 페로망간 생산법인 포스하이메탈 출범

12. 19 한국나눔봉사상 금상 수상

09. 15 포스코 경영자 MBA 과정 신설

12. 02 필리핀 가공센터 POSCO-PMPC 준공

2009

01. 08 포항 2EGL 준공

01. 17 제1회 포스코-신일본제철 음악회 개최

01. 19 중소기업 상생보증 프로그램 참여(100억 원 출연)
02. 27 정준양 7대 회장, 이동희 사장·최종태 사장 취임

09. 01 포스코센터 창의놀이방 포레카(POREKA) 개관
09. 15 베트남 스테인리스 냉연밀 POSCO-VST 출범
09. 17 일본 가공센터 POSCO-JNPC 2공장 준공
09. 25 제1회 탄소중립 프로그램 가동

09. 29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5년 연속 수상

10. 08 생활폐기물 연료화 법인 포스코이앤이 설립

10. 19 베트남 냉연공장 준공

10. 20 자동차용 980MPa급 초고장력강 개발

11. 02 슬래그파우더 생산법인 포스화인 출범
11. 02 미국 API 강관공장 준공

11. 04 포스코패밀리 상생협력 페스티벌 첫 개최
11. 09 범포스코 환경경영협의회 출범

11. 18 중국 자동차강판 EVI 포럼 첫 개최(~11. 19)
11. 25 스마트워크 본격 가동

11. 25 포스코 클린오션 봉사단 창단

11. 25 포항ㆍ광양 RHF공장 종합 준공
11. 25 제1기 청암사이언스펠로 선발

12. 14 사회적기업 포스에코하우징 설립
12. 24 포스코미소금융 서울지점 개소

2010

01. 01 포스코플랜텍 출범(포철산기와 포철기연 통합)
01. 04 글로벌 e-러닝 시스템 가동

01. 08 포스코미소금융 포항지점 개소(1. 11 광양지점 개소)
01. 14 호주 로이힐 홀딩스 지분 인수 협력계약 체결
01. 22 포스코ICT 출범(포스데이타와 포스콘 통합)
01. 22 사회적기업 포스플레이트 설립

01. 27 WEF 선정,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02. 01 포스코 트리즈 대학 개소

02. 03 세계 철강업계 최초 탄소보고서 발간
03. 12 포스코센터 포스코어린이집 개원
03. 17 성진지오텍 인수

03. 31 포스코그룹 통합 CI 도입

04. 01 WSD 평가, 경쟁력 세계 1위 철강사
04. 16 그룹 통합 e-러닝 시스템 가동

05. 13 제1회 포스코그룹 브랜드관리위원회 개최

05. 26 상하이 세계박람회 ‘포스코주간’ 개최(~6. 5)
06. 01 마케팅 3.0 비전 선포

06. 06 제1회 Global Volunteer Week 실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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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06. 08 숭례문 복구 전통철물 제작 지원 협약

03. 01 포스틸, 포스코P&S로 사명 변경

2012

07. 05 호주 석탄 광산 서튼포리스트 지분 인수

03. 09 포항 신제강공장 준공

01. 25 WEF 선정,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06. 15 인도 가공센터 POSCO-ICPC 준공
07. 13 포스코 전략대학 개설

07. 14 베트남 가공센터 POSCO-VHPC 2공장 준공
07. 21 포스코아, 포스코TMC로 새 출범
07. 27 호주 철광석 광산 API 지분 인수

08. 03 동남아 긴급구호센터 개소(인도네시아)
08. 12 티타늄 냉연제품 상업판매 개시
08. 25 포스코사우스아시아 출범

08. 26 중국 광동순덕포항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능력증강 사업

준공

03. 07 미국 포천 선정,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금속부문 1위
03. 18 삼정P&A, 포스코엠텍으로 사명 변경

03. 23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협약 체결(28개 중소기업)
03. 28 광양 후판공장 준공

03. 31 발전용 연료전지 스택공장 준공

04. 27 중국 가공센터 POSCO-CTPC 2공장 준공
04. 28 중국 가공센터 POSCO-CYPC 준공

06. 09 포스코패밀리 사랑받는 기업 헌장 선포

06. 13 중국 장가항포항불수강 스테인리스 일관생산 100만 톤

체제 구축

08. 31 LS엠트론 이차 전지 음극재 사업부문 인수

06. 14 해외 첫 후판가공센터 POSCO-CDPPC 준공

09. 14 미국 가공센터 POSCO-AAPC 준공

07. 13 캐나다 석탄 광산 클라판 개발 프로젝트 지분 인수

09. 14 광양 LNG터미널 3호 탱크 준공
09. 29 포스코LED 출범

10. 01 포스코그룹사 대우인터내셔널 출범
10. 08 포항 4고로 3대기 조업 개시

10. 12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지원단 출범

10. 28 해외 최초 일관제철소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 착공
10. 28 터키 POSCO-TNPC 준공

11. 01 포스코 Green Walk 캠페인 개시
11. 04 포스코 글로벌R&D센터 준공
11. 04 사회적기업 송도SE 출범

11. 16 포스코패밀리 품질헌장 선포

11. 24 NK스틸, 포스코NST로 새 출범

12. 03 우루과이 조림사업, 유엔 CDM 사업 등록
12. 03 포스코 모바일웹(m.posco.co.kr) 가동
12. 22 포스코패밀리 안전 페스티벌 첫 개최
12. 27 포스코패밀리 글로벌 환경경영 선포

2011

01. 01 포항 1고로, 경제국보 1호 선정(중앙일보)
01. 19 포스코패밀리 HRD 포털 시스템 오픈
02. 11 스마트오피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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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5 우수 상생기업 최초 선정

07. 22 포스코패밀리 합동 기업설명회 첫 개최

09. 05 인천 LNG복합발전소 5·6호기 종합 준공
09. 10 파키스탄 철강사 TSML 지분 인수

09. 19 박태준 명예회장, 퇴직직원 만남의 행사
09. 30 페로망간공장 준공

10. 04 글로벌안전센터 준공

10. 05 대우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 사명 변경
10. 13 해외 최초 글로벌테크니컬센터 개소(중국 광저우)
10. 17 4조2교대 근무체제 전면 시행

10. 18 카자흐스탄 티타늄슬래브공장 착공(2014. 12. 25 완공)
10. 27 제1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개최

10. 28 그룹통합 경영시스템 POSPIA 3.0 설계 킥오프
11. 09 유립지역 기술전시회 첫 개최(르노자동차)
11. 21 제1회 포스코패밀리 품질경영대상 시상
12. 13 박태준 명예회장 별세

12. 14 태국 포스코타이녹스 출범

12. 17 박태준 명예회장 영결식(사회장, 국립서울현충원)

01. 13 제1회 사랑받는 기업 연구포럼 개최
02. 01 포스코아프리카 설립

02. 07 포스코파워, 포스코에너지로 사명 변경

02. 08 인도 가공센터 POSCO-IPPC 3공장 준공

02. 23 무증발식 리튬 직접 추출기술 설명회 및 시연회 개최
02. 29 박태준 명예회장 유품 전시(국립서울현충원)

12. 11 포스코 헬기 1만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2013

01. 02 가치경쟁 원년 선포

01. 04 포스코휴먼스 출범(포스위드와 포스에코하우징 통합)
01. 28 글로벌 블로그 ‘Hello, POSCO’ 오픈
02. 15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개소

03. 12 칠레 리튬 추출 파일럿 플랜트 가동(연산 20톤) 및 시연회

개최

03. 07 베트남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증설 공사 준공

03. 22 박기홍 사장·김준식 사장 취임

03. 09 포스코ESM 공식 출범

04. 15 중국 광동순덕포항강판 CGL 준공

03. 09 전기자동차용 철강차제(PBC-EV) 개발
03. 16 박한용 사장 취임

03. 21 추모집 <청암(靑巖) 박태준> 발간
04. 05 포항 CGL 준공

04. 07 포항 PGL 준공

05. 01 미국 휴스턴사무소 개소

05. 02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 개발 프로젝트 지분 인수
05. 10 동반성장지수 최고등급 획득(2012~2016)
05. 11 여수세계박람회 포스코관 개관(~8. 12)

05. 17 중국 가공센터 POSCO-CSPC 3공장 준공
05. 25 제1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수상

06. 12 미국 캐터필라 글로벌공급사 인증 획득(철강사 최초)

06. 19 박태준 명예회장, 철강 명예의 전당(Steel Hall of Fame)

등재

07. 02 EU사무소, 유럽사무소로 확대 개편

08. 09 인장강도 490MPa급 초고장력강판 세계 최초 양산
08. 09 포스코패밀리수련원 준공(전남 고흥 내나로도)
09. 03 사외 블로그 ‘Hello POSCO’ 오픈

09. 12 CEO와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개최(포항, 서울 9. 14,

광양 9. 17)

10. 09 세계 철강사 최초 ISO 50001 인증 획득
10. 11 중국 가공센터 POSCO-CJPC 준공
10. 12 세계철강협회 혁신부문 대상 수상
11. 05 페이스북 ‘Hello, 포스코’ 오픈

12. 10 스마트워크플레이스 전사 가동

03. 25 포스코인재창조원 출범

04. 17 미주지역 기술전시회 첫 개최(포드 본사)
04. 22 광양 침상(針狀)코크스공장 착공

04. 23 인도 가공센터 POSCO-IDPC 2공장 준공

05. 15 포스코패밀리 안전방재 혁신 다짐대회 첫 개최
05. 24 광양 LNG터미널 4호 탱크 준공

05. 28 태국 가공센터 POS-TSPC 준공
05. 28 페로실리콘공장 준공
05. 28 포항 4선재공장 준공

06. 07 광양 1고로 3대기 조업 개시
06. 24 신윤리경영 선포

06. 27 광양 제품출하 터미널 준공

06. 28 이차 전지 음극재 생산설비 2호기 준공
07. 01 포스코플랜텍과 성진지오텍 통합
07. 28 미얀마 가스전 상업생산 개시

07. 29 포항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 준공

07. 30 베트남 가공센터 POSCO-VHPC 3공장 준공
08. 15 터키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준공

09. 11 포항 부생복합발전소 1호기 상업운전 개시

10. 01 인도네시아 가공센터 POSCO-IJPC 2공장 준공
10. 06 정준양 회장, 세계철강협회 회장 선임

10. 10 이탈리아 가공센터 POSCO-ITPC 준공

11. 07 중국 지역 기술전시회(Tech-day) 첫 개최(상하이GM)
11. 18 포스코1%나눔재단 출범

부록

547

연표
11. 19 포스코 그린빌딩 준공(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11. 04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 KP-SE 설립

08. 29 철강제품 판매 8억 톤 달성

11. 25 멕시코 가공센터 POSCO-MPPC 3공장 준공

12. 15 중국 가공센터 POSCO-CFPC 3공장 준공

09. 16 신4조2교대 근무제도 시행

11. 21 멕시코 가공센터 POSCO-MAPC 준공

11. 28 포스코 브랜드 앰배서더 1기 활동 개시

12. 23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 크라카타우포스코 준공
12. 26 인도 무방향성 전기강판공장 준공

2014

01. 01 그룹통합 경영시스템 포스피아(POSPIA) 3.0 가동
01. 14 포항 파이넥스 3공장 준공

01. 22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우포스코 후판제품 첫 출하
01. 28 멕시코 2CGL 준공

01. 29 혁신 포스코 1.0 추진반 가동
02. 28 포스코기술대학 첫 입학식

03. 14 권오준 8대 회장, 김진일 사장 취임
03. 14 POSCO The Great 비전 선포

03. 26 글로벌 본드 7억 달러 상환(연간 이자비용 570억 원 감소)
04. 02 포스코그린가스텍 창립

05. 22 IP(Innovation POSCO) 콘서트 개최(~7. 9)

11. 29 TV 광고 ‘위대한 도전’편 방송

12. 19 아르헨티나 리튬 추출 실증 플랜트 준공(연산 200톤)
12. 22 마지막 포스코센터 음악회 개최(1999. 12~2014. 12)

2015

01. 13 솔루션 지원 쌍용자동차 SUV 티볼리 출시

01. 21 WEF 선정,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01. 22 인도 냉연공장 준공

01. 30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8. 25 광양 개소)
02. 02 교육법인 포스코인재창조원 출범

09. 04 그룹통합 소통채널 ‘포스코투데이’ 오픈

10. 13 멕시코 가공센터 POSCO-MVWPC 준공

12. 20 4년 연속 대한민국 동반성장대상 수상

10. 12 세계철강협회 올해의 혁신상 수상

10. 15 중국 가공센터 POSCO-CWPC 2공장 준공
11. 11 베이징 포스코센터 준공

11. 13 일본 도요타 자동차강판 판매 100만 톤 돌파

12. 22 인도 우땀갈바메탈릭스와 포항 파이넥스 1공장 및 광양 CEM

설비 이설 합의

03. 10 이차 전지 음극재 생산설비 3호기 준공

01. 11 세계 철강사 최초 북미 국제오토쇼 참가, 기술전시회 개최

03. 16 포스코경영연구소, 포스코경영연구원으로 사명 변경

04. 29 포스코1%나눔재단, 우리의 영웅을 위한 작은 음악회

첫 개최

01. 01 클린포스코 시스템 가동

02. 14 아르헨티나 상업용 리튬 생산공장 착공(연산 2500톤)
02. 19 포스코기술대학 첫 졸업생 배출(52명)

03. 08 솔루션 지원 쌍용자동차 티볼리 에어 출시

(포스코 고강도강 전량 사용)

06. 02 국내 최초로 인권존중 명문화(윤리규범 개정)

04. 30 인천 LNG복합발전소 7ㆍ8ㆍ9호기 종합 준공

03. 15 포스하이메탈 흡수 합병

07. 10 포항 파이넥스1공장 종풍

05. 14 비상경영쇄신위원회 출범

04. 01 반부패 준수지침 제정

06. 16 차세대 고내식 강재 포스맥(PosMAC) 개발

07. 10 인천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준공(지상 68층, 305m)
07. 16 멕시코 테크니컬서비스센터 개소

08. 12 QSS+(Quick Six Sigma Plus) 추진 선포
08. 18 포스코 고유 혁신모델 POSTIM 정립

08. 25 IP(Innovation POSCO) 프로젝트 특별보상제도 신설
08. 25 고객약속관리 시스템 오픈

09. 03 광양, 국내 최초 해수담수화 상용화설비 준공

09. 26 철강솔루션센터, 미국 포드사 용접성 평가기관 공식 등록
09. 30 철강업계 최초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10. 01 현장 기술인력 육성 프로세스 시행

10. 02 솔루션 지원 르노자동차 콘셉트카 ‘이오랩’ 최초 공개

(파리 모터쇼)

10. 31 광양 4열연공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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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50년 통사

05. 12 포항 2고로 4대기 조업 개시

05. 14 호주 구리 광산회사 샌드파이어리소시스 지분 매각
06. 15 포스코건설 지분 38% 매각
06. 18 포스코명장 첫 선발

06. 25 철강제품 생산 8억 톤 돌파

06. 29 베트남 형강·철근공장 준공

07. 02 5500톤급 철강전용 3세대 로로선 취항

07. 03 독일 SMS그룹과 CEM 기술 라이선싱 및 공동 마케팅

계약 체결

07. 15 혁신 포스코 2.0 선포

07. 23 IP 프로젝트 특별보상 첫 시행

07. 30 주간 <포스코신문> 종간(통권 제1081호)

08. 06 전공 제한 없는 직군별 신입사원 모집 개시
08. 26 정년 60세로 연장 및 4년 임금피크제 도입

등재

10. 21 POSCO Ethics Summit 첫 개최

2016

03. 13 그룹 통합 직급체계 도입

10. 18 박태준 명예회장·포스코, 대한민국 기업가·기업 명예의 전당

10. 11 프리미엄 침상코크스 본격 생산 돌입

02. 14 포스코 키즈콘서트 첫 개최
03. 06 페로니켈 2공장 준공

10. 12 기후변화 대응능력 세계 최우수 철강기업(CDP위원회)

03. 21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대우로 사명 변경
04. 04 제철소 전용 POSCO-LTE 가동
05. 16 포스코그린가스텍 흡수 합병

05. 24 중국 가공센터 POSCO-CCPC 2공장 준공
05. 25 중국 가공센터 POSCO-CDPC 종합 준공
05. 27 포스코 상생교육센터 준공

06. 07 광양 5고로 2대기 조업 개시

06. 10 브라질 CSP 제철소 화입(연산 300만 톤)

06. 15 포스코청암상 기술상 신설(과학, 교육, 봉사, 기술)
06.

스마트 인더스트리 플랫폼 PosFrame 오픈

07. 01 포스코P&S, 포스코AST 흡수 합병

07. 07 이차 전지 음극재 생산설비 4호기 준공
08. 31 태국 CGL 준공

09. 29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

11. 01 포스코P&S, 포스코TMCㆍSPFC 흡수 합병

2017

02. 01 포스코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흡수 합병

02. 06 철강부문장(Chief Operating Officer) 신설
02. 07 오인환 사장 취임

02. 07 광양 PosLX공장 준공, 국내 최초 탄산리튬 상업생산 개시
02. 20 포항 무방향성 전기강판 능력증강 사업 종합 준공
03. 01 포스코대우, 포스코P&S 흡수 합병
03. 10 최정우 사장 취임

03. 15 대형선박 엔진구조물용 극후물재(185mm) 국산화

03. 22 엑슨모빌 오일샌드 슬러리 파이프용 고망간강 양산 공급

개시

03. 30 포스코마하라슈트라, 포스코ESI 흡수 합병

04. 08 TV-CM ‘기가스틸(Giga Steel)’편 방송 개시
04. 26 광양 7CGL 준공

04. 27 미래성장위원회 출범

04. 28 중소기업에 회사보유 특허 83건 무상 지원
05. 23 극저온용 고망간강 세계 표준기술 등재
06. 06 포항 3고로, 세계 5위 용광로로 재탄생
06. 14 특허 전문기업 포스코알텍 설립

06. 30 광양 제품부두 창고형 터미널 준공
07. 01 포스코형 육아지원근무제 시행
07. 19 스마트포스코 포럼 개최

07. 26 이차 전지 음극재 생산설비 5호기 준공
08. 30 포스코새마을금고 금융업무 개시

09. 09 포스코 콘서트 개최(33개월 만에 재공연)

09. 22 미국 가공센터 POSCO-AAPC 2공장 준공

09. 24 광양 자동차강판 가공공장(TWB, HF, HPF) 셧다운 결정
10. 16 세계철강협회 올해의 혁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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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3 포스코와 엑슨모빌, 북미지적재산협회 ‘올해의 우수계약상’

09. 19 포스코1%나눔재단 공동 건립 서대문구 셰어하우스

10. 30 글로벌 전기차소재 포럼 첫 개최(~11. 1)

09. 19 철강회사 최초 일반인 대상 AI 경진대회 개최

수상

10. 31 미국·유럽 자동차산업 품질경영시스템(IATF 16949)

전환 인증 취득

12. 05 100억 달러 수출탑 수상

12. 13 중국 POSCO-CSPC, 제품 판매 500만 톤 달성

2018

01. 16 AI 기반 용융아연도금강판 도금량 제어기술, 국가 핵심

기술 지정

01. 23 WEF 선정, 4년 연속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2015~2018)

02. 07 베트남 솔루션마케팅센터 개소(4. 19 중국 개소)
02. 27 이차 전지 음극재 생산설비 6ㆍ7호기 준공
02. 27 호주 리튬정광 장기구매 계약 체결
03. 09 장인화 사장 취임

03. 09 칠레 리튬 양극재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 선정

04. 01 포스코 창립 50주년, POSCO 100 미래비전 선포
04. 02 광양 PosLX공장 수산화리튬 생산설비 가동
04. 11 스틸빌리지 사업, UN SDGs 선도모델 선정
04. 27 POSCO Singapore LNG Trading 설립
05. 11 포항 파이넥스2공장 2대기 조업 개시

05. 17 Global Metal Awards 철강산업 리더십 부문 및 올해의

기업상 수상

06. 21 무디스, 포스코 신용등급 ‘Baa2 긍정적’에서 ‘Baa1 안정적’

으로 상향 조정

06. 26 WSD 평가, 9년 연속 경쟁력 세계 1위 철강사(2010~2018)
06. 27 동반성장지수 최고등급 획득
06.

중국 ZHEJIANG POSCO-HUAYOU ESM 설립

07. 23 포항 스마트데이터센터 준공
07. 27 최정우 9대 회장 취임

08. 20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복구성금 전달

(13만 달러, 10월 50만 달러 추가 출연)

08. 27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수
09. 16 포스코 제2노조 출범

550

포스코 50년 통사

‘청년누리’ 입주

10. 11 세계 최대 두께인 700mm 슬래브 첫 출하

11. 05 With POSCO 경영개혁 실천대회 개최 및 100대 개혁

과제 발표

11. 08 포스코켐텍, 이차 전지 음극재 생산설비 8·9호기 준공 및

2공장 1~4호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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