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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ICT

포스코ICT

포스코ICT

구분 사업내용 금액(원)

지역아동을 위한 행복키트 전달

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마음톡톡)

우리 함께 연주한 Day(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오케스트라 지원)

우체통(탈북주민,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나의 꿈을 디자인하다(지역아동센터 진로설계 지원사업)

학용품 키트 제작지원

광양시 중동 아동복지시설 소유권 보존등기 대행수수료

광양시 중동 아동복지시설 2차 공사감리비

광양시 중동 아동복지시설 현판 제작비  

STS사업부_아카데미 (수안빛,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STS사업부_아카데미 (해오름,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STS사업부_아카데미 (LH동편,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입양대기아동 양육 지원사업

차세대 건설관련 스타트업 경진대회 사업

삼척시 청소년 문화축제 '행복공감'

2019 인천 지역아동센터 지원 One&One

인천 지역아동센터 지원 One&One 사업 추가지원

도서지역 문화 나눔 '설렘' 사업

하늘빛 하모니합창단 지원

지역아동센터 컴퓨터 교육 지원 '우리꽃길만걷자'

2019 푸른꿈 장학금 

소외계층 아동 환경캠프 '푸른꿈 환경학교'

포스코희망에너지대학봉사단사업 참여 지역아동센터 으뜸아동장학지원

소아암 환우 치료비 지원

소아암 치료비 지원 환아 선물지원

주니어 공학교실

저소득층 소아암 환우 치료비 지원

코딩 꿈나무 양성(광양)

코딩 꿈나무 양성(성남) 

2019년 청년스탠드업 프로젝트(청소년 자립 및 취업 지원)

ICT 코딩 교실(포항) 

1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25,000,000 

 20,000,000 

 70,000,000 

 1,239,600 

 5,500,000 

 418,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30,000,000 

 10,000,000 

 5,500,000 

 130,000,000 

 4,000,000 

 10,000,000 

 5,000,000 

 5,000,000 

 40,000,000 

 30,000,000 

 1,500,000 

 20,000,000 

 1,100,000 

 7,400,000 

 20,000,000 

 15,000,000 

 41,000,000 

 30,000,000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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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강판

포스코강판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

포스코O&M

포스코O&M

포스코O&M

포스코O&M

포스코플랜텍

포스코플랜텍

포스코플랜텍

PNR

엔투비

RIST

RIST

RIST

RIST

RIST

RIST

RIST

RIST

RIST

RIST

인재창조원

구분 사업내용 금액(원)

희망드림자립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1%나눔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냉난방 물품 지원사업

우리집을 부탁해 (영락모자원)

우리집을 부탁해(서울)

우리집을 부탁해(포항 지역아동센터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

미래환경지킴이 양성 사업

자매마을 저소득 이웃돕기(생계비, 교육비 지원)

나누어 드림(후원물품, 연탄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지역 소외계층 지원사업(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지원)

자매결연기관 지원사업

이웃사랑 반딧불이 교실 지원 

중마지역아동센터 LED 조명 교체 사업

이룸지역아동센터 LED 조명 교체 사업

다사랑지역아동센터 LED 조명 교체 사업

이삭지역아동센터 LED 조명 교체 사업

늘사랑지역아동센터 LED 조명 교체 사업

예닮지역아동센터 LED 조명 교체 사업

동광양지역아동센터 LED 조명 교체 사업 

옥곡지역아동센터 LED 조명 교체 사업

태인지역아동센터 LED 조명 교체 사업 

드림 오케스트라 지원(포항시 남구 문화소외아동)

청학동지역아동센터 시설 보강 사업

12,000,000 

 10,000,000 

 12,000,000 

 24,000,000 

 5,000,000 

 6,821,790 

 10,000,000 

 8,000,000 

 1,800,000 

 12,000,000 

 8,800,000 

 10,000,000 

 16,000,000 

 2,541,000 

 2,453,000 

 4,405,500 

 1,897,500 

 2,557,500 

 2,420,000 

 2,431,000 

 2,238,500 

 2,860,000 

 19,000,000 

 1,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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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483,390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