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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STRATEGY

2015년, UN총회는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등 국제사회가 함께 이행

목표 7.

하게 될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 17대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를 담고 있으며, 빈곤 퇴치와 양성평등, 환경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보호, 경제의 공동 발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Green Growth, Future Growth, Shared Growth 의 비전2025 및 지속가능경영 전략 체계를

•제주 태양광발전소, 대호호 수상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19, 30, 58p)
•당진화력, 하동화력 등 국내 노후발전소의
환경설비 개선 실적을 통한 수명연장, 성능개선 등 (30p)
•제로 에너지 하우스 건설 (42, 58p)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합하는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법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개발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등 기업시민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대우건설과 SDGs 목표 연계

목표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고용,
양질의 일자리
증진

•장애인 노동자 인식개선 교육 (79p)
•Global Talent Pool (80p)
•현지인 양성 Training School 운영 (91p)

목표 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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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해소

목표2

기아 근절, 식량안보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 증진

목표3

건강한 삶 보장, 전 연령 인구의 복지 증진

목표4

양질의 교육 보장,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목표5

양성평등 달성,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목표6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식수 및 위생관리

목표7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목표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고용, 양질의 일자리 증진

목표9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목표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완화

목표11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문화 구축

목표13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긴급조치 시행

목표14

해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목표15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 (산림, 사막, 토지 등)

목표16

모두를 위한 정의로운 사법제도 확립

목표17

이행목표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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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문화
구축

목표 13.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긴급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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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하천복원사업 수행 (17, 90p)
•현장 내 바지선 이용 주민 지원 (91p)

•바이오가스 플랜트, 대구 DBS 등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19, 43p)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지반조성 기술 (41p)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 (43p)

•이산화탄소 포집 및 건설소재 활용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재활용 확대 (43, 60p)
•친환경 콘크리트 및 시멘트 재료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60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