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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는 고객 가치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임직원, 이해관계자 모두의 자부심을 키우며
세계적인 기계회사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Powered by Innovation’ 슬로건 아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 나아가는 기업으로서 혁신을 원동력 삼아 인류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객 가치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임직원, 이해관계자 모두의 자부심을 키우며
Innovation은 두산인프라코어를 이루는 원천이자
핵심 가치입니다.
기업 슬로건 Powered by innovation은 세상의 기반을
세우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저력이 ‘혁신’으로부터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업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과 혁신으로 기계산업의 미래를 일구고,
이를 원동력 삼아 영역을 확장하며 인류의 꿈을
실현함을 내포합니다.

세계적인 기계회사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Powered by Innovation’ 슬로건 아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 나아가는 기업으로서 혁신을 원동력 삼아 인류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DOOSAN GROUP

재무 정보

스폰서십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기업인 두산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며

두산은 사업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다양한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해 전 세계에 두산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인류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뤄냈습니다. 매출액은 2000년 3조 4,000억 원에서

있습니다.

2019년 18조 5,357억 원으로 연평균 9% 이상 증가했습니다.

The OPEN
연혁

1860년 시작된 디오픈은 세계에서 가장

1896년 ‘박승직 상점’으로 출발한 두산은 한 세기가 넘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매출액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골프 대회로

두산은 맥주 사업을 주축으로 한 주류, 음료 등 소비재 중심 사업구조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과 사업 포트폴리오

(단위: 억 원)

세계 남자 골프 4대 메이저 대회 중에서도
최고로 꼽힙니다. 두산은 2010년부터

대변혁을 시도했습니다. 두산중공업(전 한국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전 대우종합기계), 밥캣 등을 성공적으로 인수

디 오픈을 공식 후원하고 있습니다.

합병하면서 두산은 소비재 중심에서 산업기반시설, 건설기계, 에너지, 생산설비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두산은 전통적 제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사업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작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 제조업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2019

185,357

2018

174,493

2017

163,559

2000

34,000

Major League
Baseball

두산은 미국 메이저리그(Major League
Baseball, MLB)의 공식 후원사로서
MLB 정규시즌은 물론 스프링캠프와

두산은 인류의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설비, 기계, 장비, 건설을 비롯한 인프라

계열사

올스타게임, 포스트시즌 전반에 걸쳐 마케팅

지원 사업에서 소비재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LB를
통해 북미지역에서 두산의 브랜드 가치를

계열사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두산 전자

•두산연강재단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두산 모트롤

•두산아트센터

•두산밥캣

•오리콤

•㈜두산 산업차량

•두산건설

•한컴

•㈜두산 퓨얼셀 파워

•두산퓨얼셀

•두산매거진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

•두산메카텍

•두산베어스

•㈜두산 유통

•두산로보틱스

•두산큐벡스

39,400 명

높이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넓혀가고

부속기관

•두산경영연구원

있습니다.
영업이익
(단위: 억 원)

2019

12,619

2018

11,764

2017

11,143

2000

2,400

FC 빅토리아
플젠

두산은 체코 명문축구클럽 FC 빅토리아 플젠
후원을 통해 유럽내 두산의 브랜드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FC 빅토리아 플젠은
체코 정규리그 우승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진출한 바 있는
명문 클럽입니다.

전 세계 36개국에 39,400명의 두산그룹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Doosan Infra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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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SAN INFRACORE
Global Leader in Infrastructure Solutions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착기와 로더로 대표되는 건설기계와 디젤 및 가스 엔진, 어태치먼트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비전/슬로건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만이 아니라 보다 나은 가치와 편의를 제공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ICT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장비, 솔루션 제공을 확대하고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사업의 범위를 계속 확대해 Infrastructure Solution 산업의 Global Leader로 도약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와 편의를 제공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937년 한국 최초의 대단위 기계공장으로 출발했습니다. 1958년 선박용 디젤엔진을 생산하며 국내

연혁

기업 슬로건 Powered by Innovation은 세상의 기반을 세우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저력이 ‘혁신’으로부터

최초로 엔진사업을 시작했으며, 1977년에는 건설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소형건설기계 세계 1위 밥캣을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인수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건설기계 리더가 되었습니다.
The Beginnings | 한국 기계업의 태동

Global Growth |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

1937

2005

2008

2010

2014

2016

조선기계제작소 설립

두산인프라코어 출범

군산 건설기계 공장 준공

한국기계공업 유가증권시장 상장

중동 지사 Doosan Infracore Co., Ltd.
(Rep. Office) 설립

두산인프라코어밥캣홀딩스
(DIBH) 설립

인천 굴착기 선진화 공장 준공

1966	

노르웨이 굴절식 덤프트럭 업체
Moxy Engineering AS 인수
중국 휠로더 공장 준공

1975

2006

산업차량 사업부문 분할 –
두산산업차량(주)으로 출범

인천 디젤엔진 공장 준공

중국 지주회사 Doosan Infracore China
Investment Co., Ltd. 설립

2012

굴착기 독자모델 양산 개시

2007

2013

1990 	

HCNG 엔진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CTI사 인수

중국 휠로더 R&D 센터 준공

1986 	

벨기에 현지법인 Doosan Infracore
Europe S.A. 설립
1994



중국 연대유화기계(현 Doosan Infracore
Shandong Co., Ltd.) 인수

중국 현지법인 Doosan Infracore China
Co., Ltd. 설립

Ingersoll Rand의 Compact Equipment
사업(Bobcat) 등 인수

1998

무역의 날 ‘20억불 수출탑’ 수상



미국 현지법인 Doosan Infracore
America Corp. 설립

2011

인천 소형 디젤엔진 공장 준공

브라질 건설기계 공장 준공

인천 글로벌 R&D센터 준공
미국 노스다코다주 밥캣
Acceleration센터 준공
체코 도브리스 Innovation센터 준공
2015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퍼시픽 편입 (5년 연속)
두산인프라코어밥캣홀딩스(DIBH)에서
두산밥캣(Doosan Bobcat Inc.)으로
사명 변경

두산밥캣, 한국유가증권시장 상장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에
소형디젤엔진(G2) 공급
EURO 6 디젤엔진 탑재 버스 1호차 출고
2018

세계 최초 5G 통신 기반 국가 간 건설기계
원격제어 시연
2019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투자사
D20 Capital, LLC 설립
보령시험장 준공
미래형 건설현장 종합관제 솔루션
Concept-X 세계최초 시연
2020

스마트 건설솔루션 XiteCloud 출시

Doosan Infra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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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회사명

설립연도

CEO

두산인프라코어

1937년

손동연

주요 사업 내용

임직원 수

건설기계/엔진 생산 및 판매

4,603명

재무 정보
글로벌 랭킹

부채비율

(단위: %, 전년도 매출 기준 시장 점유율)

(단위: %)

* 출처: KHL International Construction Yellow Table

(글로벌 전체, 2019년 12월 31일 기준)

9위

(3.2)

8위
(3.6)

7위

(3.8)

223.8
9위
(3.3)

188.7
165.7

본사

글로벌 네트워크
Europe

주요법인

생산법인

영업법인

PDC

딜러수

Russia / CIS

219

(Heavy: 191, Engine: 30)

9

16위

13

(1.5)

(Heavy: 11, Engine: 2)
2008

Korea

26

North America

2012

2016

2018

165.7

위 (3.3%)

2019

2017

2018

매출액

영업이익

(단위: 조 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위: 억 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

2019

(Heavy: 16, Engine: 10)

172

2019

8.2

2019

8,404

2018

7.7

2018

8,481

2017

6.5

2017

6,608

(Heavy: 157, Engine: 15)

Latin America

Middle East & Africa

49

56

(Heavy: 29, Engine: 20)

8.2

Asia & Oceania

8,404

조원

억원

73

(Heavy: 35, Engine: 21)

(Heavy: 39, Engine: 34)

생산실적
(단위: 대)
본사

주요법인

생산법인

영업법인

Doosan Infracore Co., Ltd.

Doosan Infracore(China)
Investment Co., Ltd.

Doosan Infracore Co., Ltd.

19th Fl., Tower B., Gateway, No. 18,
Xiaguangli, North Road, East Third
Ring,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7, China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85

한국 서울 |
중국 옌타이 | 중국 베이징 |
브라질 아메리카나 |
칠레 산티아고 | 노르웨이 엘네스바겐 |
네덜란드 그루트 아머스 | 미국 스와니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Doosan Infracore North America,
LLC.
2905 Shawnee Industrial Way, Ste 100,
Suwanee, Georgia 30024, USA
Doosan Infracore Europe B.V.
IBC – International Business Centre
Pobrezní 620/3·186 00 Prague,
Czech Republic
Doosan Infra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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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Doosan Infracore China Co., Ltd.
No. 28, Wuzhishan road, ECO & Tech.
Development Zone Yantai, Shandong,
China
Doosan Infracore Norway AS.
Varholvegen 149 N-6440 Elnesvågen,
Norway

2019

24,612

2019

105,916

2018

27,612

2018

96,968

2017

20,974

2017

80,320

PDC(Parts Distribution Center)
한국 안산 | 중국 옌타이 |
독일 할레 | 두바이 | 싱가포르 |
브라질 아메리카나 | 미국 마이애미 |
미국 애틀랜타 | 미국 시애틀 |
미국 시카고 | 영국 카디프

굴착기 및 휠로더

24,612

대

엔진

105,916

대

* 1978년 이후 누적 생산량 400,000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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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혁신

두산인프라코어는 탁월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고객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고객의 기대 수준을 뛰어넘는 제품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각종 기능시험과 신뢰성 평가를 통해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Doosan Infra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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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중대형 굴착기와 휠로더, 굴절식 덤프트럭 및 소형 건설기계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라인업을

건설기계

판매 및 부품공급 거점을 확보해 명실공히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노르웨이 등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각지에

제품 라인업

자회사인 두산밥캣과도 협업해 글로벌 사업체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를 만족하는 제품, 다양한

크롤러형 굴착기

솔루션, 성능과 연비/편의성을 높인 제품을 계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역동성과 입체감을 살린

월등한 파워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두산인프라코어의
크롤러형 굴착기는 소형 굴착기부터 중대형 굴착기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과 작업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강력한 굴착력에 편의성까지 겸비한 소형
굴착기와 뛰어난 내구성과 연비, 압도적인 파워로 최대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중대형
굴착기로 최고의 고객만족도를 보장합니다. (1~80t)

디자인으로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디자인 측면에서도 그 우수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대형 광산개발과 험지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필수 장비로 사용되는 굴절식 덤프트럭(ADT)은
노르웨이에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산ADT는 특수 굴절시스템을 적용해
안정적이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췄으며, 강력한 접지력과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휠형 굴착기
획기적인 연비와 내구성으로 이루어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 두산인프라코어의
휠형 굴착기는 업계 최고의 연비와 생산성을 제공하며, 편의성과 안정성 측면에서도
월등한 고객 지향적 장비입니다. (5~21t)

휠로더
험난할 수록 돋보이는 뛰어난 능력 두산인프라코어 휠로더는 험난한 작업일수록
성능과 효율성이 돋보이는 강력한 파워와 탁월한 순발력을 자랑합니다. 완벽한
품질과 한 차원 높은 내구성으로 최상의 장비 가동률과 수익 증대를 보장합니다.
(버켓 기준 2.0~6.4m3/장비중량 기준 11~36t)

굴절식 덤프트럭

굴착기

DX300

두산만의 독창적 기술로 완성된 파워와 안전성 두산 굴절식 덤프트럭은 바퀴를
상하 40도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접지력을 높이는 두산 ADT(Articulated Dump
Truck) 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매우 힘든 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강력한
주행 성능과 최고의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30~45t)

2019 Lowest Cost of
Ownership Awards 최우수 제품 선정
(EquipmentWatch 선정)

어태치먼트
최상의 품질과 성능을 자랑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어태치먼트는 다양한 작업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만족과 가치를
전달합니다.

굴착기

DX 시리즈

2016 레드닷 어워드 수상

특수장비

5G 통신기반 한국-중국간 건설기계
원격제어 세계 최초 시연
(2018 Bauma China 전시회)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두산인프라코어는 선제적인 시장 니즈 분석을 바탕으로
특수장비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 및 고객 작업환경을 고려해 9개
특수장비로 신규시장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휠로더

DL-7 시리즈

2020 IF 디자인상 본상,
핀업 디자인 Best of Best 수상,
유럽 배기규제 Stage-V 충족 및
최신 투명버킷기능 탑재 예정
물체 운반용
굴착기

Doosan Infra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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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물의 트럭 상차
작업용 굴착기

수륙양용
굴착기

전기
굴착기

차량 해체
장비

건물 해체용
굴착기

슈퍼 롱
리치

산림용
장비

자이언트
리퍼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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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1958년 선박용 디젤엔진을 생산하면서 국내 최초로 엔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친환경성,

엔진

건설기계, 농기계, 지게차, 버스, 트럭 등에 장착하는 엔진을 비롯해 선박용·발전기용 엔진, 방산용 전차

연료효율성 및 내구성을 두루 갖춘 다양한 용도의 엔진을 세계 각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

엔진까지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제품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능, 연비 및 내구 신뢰성 향상에 주력하고

산업용 디젤엔진

있습니다. 국가별 차세대 배기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연소 및 후처리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건설기계 및 각종 산업용 장비에 탑재되는 두산인프라코어 엔진은 고출력, 저연비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유럽 Stage V, 중국 국(國) 4 등 산업용 디젤 엔진에
적용하는 배기규제를 모두 충족시키는 동시에 차세대 배기규제 대응 엔진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배기량 1~11L, 출력 18~238kW)

있으며, CNG·LNG와 같은 대체연료 엔진기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산인프라코어는 48V Full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계식 구동부품 전동화 및 E-Powerpack과
같은 차세대 엔진기술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Total Powertrain Solution
Provider’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발전기용 디젤엔진
비상용 및 상용 발전기에 탑재되는 엔진으로 다양한 출력 범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높은 출력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전세계 전력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배기량 1~22L, 출력 7~995kW)

발전기용 천연가스 엔진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친환경 엔진으로 뛰어난 경제성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열병합용 발전기와 일반 발전기용 엔진으로 구분해 다양한 출력범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8~22L, 출력 128~451kW)

차량용 디젤엔진
버스, 트럭, 특장차 등 상용차에 탑재되는 두산인프라코어 엔진은 고품질, 고효율
엔진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신 Euro 6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고출력 저연비의 차량용 엔진을 양산하고 있으며 차기 배기규제 만족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6~11L, 출력 177~350kW)

DX22
발전기용 최신 22리터급 대형 전자식 엔진
동급의 기존 기계식 모델보다 20% 향상된
출력과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를 갖춘
고성능·친환경 엔진

차량용 CNG엔진

소형 엔진 (1.8~3.4L)

차량용 엔진

EURO 6 천연가스 엔진은 고객과 인류를 생각하는 친환경 엔진으로 뛰어난 엔진 성능
및 높은 연비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미국, 유럽 등 국가별 배기규제에 적합한 친환경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8~11L, 출력 176~294kW)

올해의 우수상 (영국지게차협회, 2014)

경쟁 동급 제품 대비 10% 이상
우수한 연비

선박용 디젤엔진

중형 엔진

차세대 전차 엔진

두산인프라코어 선박용 엔진은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로 높은
연비와 내구성을 갖추고 어선은 물론 요트와 크루즈선, 유람선
등 다양한 용도의 선박에 탑재되어 전 세계 고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배기량 6~22L, 출력 77~883kW)

최신 12리터급 인라인(In-line) 엔진

세계 2번째로 독자기술 개발 성공한
1,500마력급 군용 디젤 엔진

G2 시리즈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2013)

DX12/GX12

동급 엔진 최저수준의 연료소모량의,
고성능 친환경 엔진

Doosan Infra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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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치

미래 혁신
R&D

Concept-X

Smart Maintenance는 딜러 서비스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Doosan

두산인프라코어는 ‘Innovation’을 핵심 가치로 삼아 새로운 업의 가치를

CONNECT™를 기반으로 딜러가 장비의 문제점을 먼저 발견하고

발견하고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중국-미국-체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잇는 글로벌 R&D 벨트를 완성해 원천기술 확보와 신제품 개발에

Concept-X는 건설 현장에서 생산성 향상, 안전 리스크 저감, 고령화
시대 인력난 대응을 위한 솔루션으로, 장비의 무인·자동화, 드론을
활용한 건설 현장 측량 작업의 자동화, 5G 통신 기반의 원격 조정 등
미래 건설 현장에 최적화된 기술이 적용됩니다.

DoosanCARE

Smart Maintenance

DoosanCARE는 제품 고장 유무와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두산 인프라코어
전문가들이 고객을 직접 방문해 장비 운용에 대한 컨설팅과 운용 교육
등 고객 맞춤 지원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력하고 있으며, 품질 혁신을 위해 R&D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
두산인프라코어는 전 세계 10개의 부품공급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의 장비 수리가 필요한 경우 부품을 적시에 확보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현황
출원

등록

DoosanCONNECT™

3,914 건 (특허 2,524건 포함) 2,871 건 (특허 1,648건 포함)

2005년 중국을 시작으로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으며,

* 2019년 말 연결회사 기준

건설현장의 Concept-X 도입에 따른 가치를 크게 경제, 사회, 환경으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 기존 대비 설계와 측량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단축, 생산성 증대로 인한 총공사원가 절감, 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손실
비용 저감, 공사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영향(온실가스, 미세먼지,
소음, 산림훼손 등) 저감에 따라 총 경제·사회·환경적 편익이 약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정KPMG, 「Doosan Infracore
Concept-X True Value」 보고서 인용)

2015년 두산 텔레매틱스 서비스 브랜드인 DoosanCONNECT™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작업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원격으로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진단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업 관리와 지원이
가능합니다.

XiteCloud
사이트클라우드는 건설현장 무인·자동화 종합관제 솔루션 ‘컨셉트엑스(Concept-X)’의 상용화 첫 단계로 3차원 드론 측량 및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토공물량계산 및 최적화된 시공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토공현장 종합관리(Earthwork Management) 솔루션입니다. XiteCloud를
통해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해 전통적 방식으로
2주 가량 소요되던 시공측량과 토공량 계산을 1~2일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Doosan Infra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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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는 미래 건설 현장에 최적화된 제품과 솔루션인
Concept-X를 필두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지원하는 건설
현장 솔루션으로 확장, 전환을 선도하며 고객 편의성과 가치창출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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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전략과 운영체계를 구축해 사회책임경영을 체계적으로

Sustainability Management

추진하고 있습니다.
01

사회공헌
02

환경/안전/보건
03

동반성장

Doosan Infra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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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ies

Environment, Health & Safety

사회공헌

환경/안전/보건

두산인프라코어는 ‘사람’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회공헌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가치 위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전사 통합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과 함께 자원 이용 효율성 증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지역사회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HS 경영전략
두산인프라코어는 1995년 환경경영 전략의 핵심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EHS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EHS 경영시스템 운영을 포함해
환경안전 경영에 대한 전사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업장 안전 리스크 관리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안전사고의 원천적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인식 향상을 목표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3가지 안전수칙을 정의한 EHS 3-3-3 기본 수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위험요인 자기관리 활동을 통해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문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내·외 협력사와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해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

사업 역량을 활용한 지원

드림스쿨
두산인프라코어는 국제구호개발 NGO인 월드비전과 함께
2012년부터 청소년 꿈 찾기 프로그램인 ‘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스쿨은 두산인프라코어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멘토링, 자아탐색 교육,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젝트 및 진로
탐색을 위한 다향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재난재해 복구 지원 두산인프라코어는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8년 중국 쓰촨 대지진,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 2015년 네팔 대지진, 2018년 인도네시아 대지진 등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장비 및 성금
등을 지원, 업의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있습니다.

중국 희망소학교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은 빈곤지역 어린이 학업 지원
및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공익 프로젝트인 ‘희망공정 사업(Project Hope)’에
참여, 희망소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 동대문 지역 및 인천 지역의
저소득 가정에 마스크 약 7,900여 장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
해외사업장에서는 COVID-19가 처음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환자 긴급
수용병원 건설을 위한 굴착기 40대 및 운전자, 서비스팀을 지원했으며, 110만
위안 상당의 의료품(방호복 및 마스크)과 구호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지원

주니어 공학교실 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 직군 임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재능기부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 학교, 병원 등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Doosan Day of Community Service(두산인 봉사의 날) Doosan Day
of Community Service는 매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두산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해 각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나눔활동을 펼치는 날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매년 본 행사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메세나 협회 문화예술 지원사업
두산인프라코어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와 1대1 결연을 맺고 예술단체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Doosan Infra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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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영향 저감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업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 에너지 효율성 개선 투자 및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자원활용, 오염물질 배출 저감 활동 등 다양한 환경보전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 임직원 건강관리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자세로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근로자
신체 부담요인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임직원 대상으로 매년 신체 및 마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전문의 상담을 비롯한 건강관리프로그램과 심리상담실을 운영해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uppliers
동반성장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생각하며,
회사 고유의 기술과 품질, 경영 체계를 협력사에게 전파하여
협력사의 역량 강화 및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경쟁력 강화
두산인프라코어는 선진사례와 혁신기법을 전파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반성장활동인 리딩 서플라이어(Leading
Supplier)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래의존도 및 관계세분화 분석을 통해
선정한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생산 운영, 제조 기술, 품질 보증 영역을 개선해
협력사의 근원적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매년 협력사 맞춤형 교육인
‘Supplier Academy’를 자체적으로 진행해 협력사 임직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생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사 커뮤니케이션 강화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통합협력회’와 ‘협력사 핫라인’을 운영하고 협약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CEO가 연 2회 협력사를 방문해 의견 청취, 개선점을
모색하는 현장경영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장에서도 연 2회
협력사 간담회를 마련해 커뮤니케이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무 지원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비투자 지원,
형치구 지원 등 직접지원과 함께 금융기관 약정을 통한 협력사 대출추천,
동반성장펀드, 산업혁신운동 특별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 재무건전성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지원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두산인프라코어는 전체
협력사 및 용역업체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차
협력사 등의 근로자들에게 1인당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씩 상생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고교 학자금 및 두산인프라코어 사내
어린이집 무료 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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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사업장 현황

본 프로파일은 두산인프라코어 홈페이지(www.doosaninfracore.com)에서
PDF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빌딩
02-3398-8114
인천공장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032-211-1114
군산공장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로 185
063-447-3043
안산부품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담로 48
031-400-2114
보령 시험장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만수로 692
041-402-3111

CONTACT US
두산인프라코어 커뮤니케이션팀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빌딩 23F
(우편번호 04563)
E-mail: comm.team@doosan.com

2019년 12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10월 15일 재판 1쇄 발행

두산인프라코어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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