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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교육 및 훈련

포스코는 매년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 고취 및 안전 Risk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직영 부서 및 외주사 직원들에게 법정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계층별로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리더 계층은 

Felt-Leadership을 기르고, 관리 감독자들은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높여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의식 수준 향상 및 기본 안전 수칙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건립된 Global 

안전 센터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 훈련을 위해 안전 전시관, 

4D 영상관, 체험 실습실 등을 겸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일반 시민 및 학생들을 위한 안전 교육 및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VR(Virtual Reality) 

체험 교육을 도입하여 안전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

포스코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직원 주도의 자율적인 

안전 활동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문화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와 같은 신 

기술을 접목하여 좀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작업 현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과 

관련해 자체 지진계에 의한 SMS 발송, 경보 발령 등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 및 행동 강령을 정립하여 지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당시 지진의 진원지가 

포항제철소와 불과 1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발생한 점에서 알 수 

있듯, 직접적인 자연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작업 현장을 안전하게 지켜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Smart Safety
포스코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 

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IoT, Big 

Data 등 신기술을 안전에 접목한 ‘Smart 

Safety’ 확산을 통해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기인한 Human Error도 줄일 

수 있고 위험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전 활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Smart Safety Idea를 공모하였고 이 

중 우수 Idea를 선정하여 Smart 안전모, Smart TBM 등 9개 과제를 

전 제철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ISO45001, OHSAS18001, KOSHA18001 
포스코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모든 활동을 자율적이면서도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 OH 

및SAS18001     KOSHA18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안 

전 최우선 경영 방침과 안전 정책을 PDCA Cycle에 기반하여 체계적 

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증 현황

*  휴업 도수율 = (휴업 재해 건수/연 근로 시간) X 100만 시간

* 재해율 = (재해자 수/근로자 수) X 100

*   중대재해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연 근로시간(2017년 기준) = 전체(71,983,329시간), 직영(35,059,077시간), 외주 파트너사(36,924,252시간)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정한 20만 근로 시간 기준  

2017년 LTIFR(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 전체(0.02), 직영(0.02), 외주 파트너사(0.02)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반올림

안전 성적 : 2015 ~ 2017년(재해율)

재해 건수

구분 2015 2016 2017

직영 7(0) 10(1) 3(0)

외주 파트너사 1(0) 6(3) 4(0)

전체 8(0) 16(4) 7(0)

구분 2015 2016 2017

직영 0.04 0.07 0.02

외주 파트너사 0.01 0.04 0.03

전체 0.03 0.06 0.02

구분 2015 2016 2017

직영 0.19 0.28 0.09

외주 파트너사 0.03 0.16 0.11

전체 0.11 0.22 0.10

(단위: 건, ( )안은 중대재해 건수)

재해율

휴업 도수율

포항제철소 2016.3.19

포항제철소 2020.6.12

광양제철소 2018.2.21

광양제철소 2017.6.5

KOSHA18001

ISO45001                                               OHSAS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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