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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TF1
부이그 텔레콤

미래 건설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험입니다

목차

02

ิၦ૯ጢጼ

09

ิၦ૯૯സၡஶႁඳ႞ዑ

12

ઁ໕ิබ
႖ໞઢ႕ၨઁ໕ෟ๗༺࿕ᅰิၦ૯ઁ໕
ይ೩༺ิຮ੭෧ၡ໓ၴิၦ૯ิຮ
ોቛၨይೡิබၡໞઢ႞ၩૺ࿕ᇯೡ༺

24

ුಀ࿌
ይ೩༺႞ၡූቊഅ๗႖<.

30

ቛཅ
ધ੮ಀხቀೡၦይ႞લዻ௴ิၦ૯അᇰ

36

ྩ༺ቘ

ૺ࿕੭ဠ௴ิၦ૯૯സጵพิਜ਼෧ዽබၦఋஶဵಀၴၨō႞ၵ"
TERRE DE SIENNE Paris
8-.+ဉ.;+ၨჭෟᆵጹઠၨ༄1UXZQUœ^MZ\®ೡญၕพ၉ዽይ೩༺༘ၩ
ይ೩༺ხၡၨ༄࿕ᅰხਜ਼ዽશ൘ਜ਼ၦള࿌ხધၰ௴༣ၡඛႁຫဧዽၨ༄
ဧხຫဧၨሽྵኊ๐ૺ࿕੭ဠ"8ZM[\QUMLQI"ધၔઠ
ଶዶဠዽ༘ൢምൢዽႜၨ༄ዽබၦාചมබ൘ხધพશጄཊགྷ
ิၦ૯௴ይ೩༺ၡႶၦึ൘༘ෟႁጺဧၕႮჯႁဴႮఐხဴዻ௴-KW.WTQW
ጹઠૺิጁఁఋ
ิၦ૯ၡૺაၴഭ௴ஶဵ!ၩิሽwww.bouygues.comෟ૯സ
ၨቼೡறႮፂዻཇ༘ၰཀఁఋ

Agissez pour
le recyclage des
papiers avec
Bouygues SA
et Eco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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ხᇩཀఁఋູചဪဠ႞ၡᅭཇ႕ၔ
൯ဨೇ࿌இఁఋஶၡ
ູചဪ ધ੮ၕ ጸพዽ ิၦ૯ ቊഅᇰၦ
གྷၿஏ ༚ໜၿ ၁ຫIച ิືዽ ઇၕ
൯ဨૺພແੜጁఁఋ
2013년 12월 말 기준 44억 유로의 순부채를
2014년 12월 말 기준 32억 유로로 감소시킨
부이그 그룹은 재무실적을 강화하였습니다.
ᇬዳളቼෟ၉ച༺ዅᆫၨሽஏხึ
൯ੜၒച෧ແዽ༘ၧ૯സ႖ຫ࿕ิබၡ
࿅ጭዽ ဪ႖ၴဠ J  શ൘ਜ਼ ႜ႕
ဠၨၒചၵဧዻཀఁఋ

ይ

೩༺ၡ࿌ဪઠ႞ෟઠႉືጼၕ
ዻ௴࿕ཇ႕ၡၦඓ
ิၦ૯ ૯സၔ ஶ ཅዽ
ఝၚഎၕၮჭዻધᅰჲၕ੧ጷዻཀఁఋ
건설부문 - 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 은 국제부문에서의 역동성, 노하우에
기반한 경쟁력, 그리고 강한 적응력을
보였습니다.ஶဵૺაઁ໕ิබ
༘ၶྵၔ  ၉ചച ྦႜໞ
၉ხዻཀఁఋ႞ิබၔၦ႞ิၦ૯
ઁ໕ᇯೡ༺༘ၶྵၡ႗ၦືၮఁఋ

TF1의 시청률은 2014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ઠ႞කస੭ኻၵ࿕ၦ࿕
༘ၧໜႜ႕ၨጎၕුᅺཀఁఋ
부이그 텔레콤은 로드맵대로 사업개편
계획을 추구한 결과, 전략 성공의 첫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႙႙ధൣၔધ੮౹ၦ
ิၦ૯ቊഅᇰၡ/ᅗધၰ௴వิၦ૯
ቊഅᇰધ੮თஶဵ! ప
/ຫဧၴਜ਼ၦ႞௴  ఐጁఁఋ
ၦ౹ၔይ೩༺කၩၨሽறགྷၿၡᆊఝ
๗ၴ౹ചይ೩༺႖ᅰ/ધ੮ၡ
 ႙ዻધ ၰཀఁఋ ವዽ ൯ဨ ઠႉഎ
ၰ௴ູചဪဠ႞ᆖགྷቛጄધ੮౹ၦ
 ྾  ၉ചၡ ၉໓ ધ ၨሽற
ဠၕ႗ዻጀၒചཡఙຫၡ྾ၕ

알스톰의 에너지 부문을 제너럴 일렉트릭에
매각하는 프로젝트는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일궜으며, 부이그가 보유한 알스톰 지분의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ჰᆖ
ધ੮ၡක౷༘ဠᆚႯགྷሠ௴႞ዜၕ
੨ᆕྩ༺ቘၔၦ႞ໜၿၩചં௴ોቛ
གྷၿၡໞઢ၁ຫചิືዾઇၮఁఋ
ஶ႖ᎁ࿌ါઇၒച႖൫௴
ይ೩༺ၡઠ႞ෟઠႉጹઠิၦ૯
૯സၡ႖ຫ࿕ิබၔགྷၿ႕ၚၕ၁ዽ੭ኻ
ၵ࿕ၕઢ༘ጌዾઇၮఁఋ저는 우리가
모든 시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언제나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2016년에도 다시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
믿습니다.
࿎႞࿕ඳໜၕఋጄཅჯဴ
ึၡ ྴຫཉ ૯൘ધ ધ੮ ෟ 
ึၡཅദຫ൝ఁఋ
ஶဵၩ

2014년 주요지표
직원수

127,470 명
매출액

331.38 억 유로

(=)

영업이익

11.33 억 유로

(- 8 %)

그룹 지분 순이익
a

8.07 억 유로

Iᇯೡ༺ၡᇬዳളቼხึ༚൯ᅍၧ
ൢ၉ചෟ၉ച༺ዅᆫၨሽஏ
ხึ ༚൯ᅍၧൢ
၉ചဉၶხึ! ႁዀਜ਼ዅጀ

순부채

32.16 억 유로
(- 12.19၉ച)

주당 배당금
b

1.60 유로

Jஶဵၩᆅፂືႜ
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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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ၦ૯ጢጼ
세계 100 개국 이상에 진출한

그룹의 장점

부이그 그룹은 강력하고

ྦႜ႕ၨૐໜ

독창적인 기업문화와 함께

ิၦ૯ၡ ᆊఝ ௴ ဨ൘ຫဉ
ൠ്ิၦ૯ፂၿ൘๗ิၦ૯
ิፂၿၡხፂຫၨ;+,5ၦఋ

지속적으로 발전을 추구할
강력한 장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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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ૐໜ ૺ࿕ თ  ၁ၦఋ
ჯဴ౹ၔ ጢႁ  ၡ ხึ
 ၡၡછၕพ၉ዻધၰఋ
ྦႜ႕ၦધ ᅒ ைၔ ౹ၦ
ၰૺ ิၦ૯௴ ၿૺ႕ၨ ႖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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੧എዻધెᅖ႕ၨ
ૺ࿕බጷ
!ஶ૯സᅖ൝ᅾૺิሽตጀ࿖ၦ
၉ხ࿌ิၦ૯ૺ࿕බጷၡችჷ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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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HQE®, LEED®, BREEAM® 의 3중 인증을 받은 부이그 건설의 본사 챌린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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ၰఋิၦ૯௴ၦགྷၿጡཅ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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ઠႉဨ၁႙ዻધၰఋ
ይ೩༺ቛཅෟුಀ࿌གྷၿགྷ൏
ૺ༜෧႖ෟຫဧၴ౹ၡตጷᎅၮ࿌
ხ႕ၒച෧႖ዾઇၦఋ

ઁཇዽႁඳૐႮ
ิၦ૯௴ ઁཇዽ ႁႜ ይചዶၕ
พ၉ዻધၰఋႜૺ႕ၒചጢ፯ၕ
ᅖᆖዻ௴ਜ਼ဪవብၴ႕႗ᎁ༘ጌዾ
༘ၰ௴ิၦ૯૯സၔิᅘ၌ၦ൯ဨ
ၒඑ ఋၡ ၉ໜၕ พ၉ዻધ
ၰఋ
ၦዽ ၿ႙ ᎅၮ࿌ ิၦ૯௴
ႜૺ႕ၒച ౹ ఙၕ
ხጄတၒඑஶዀ૭༘ၧൈၔ
 ఋ

조직도 및 지배구조
(ஶิሽ)

2014년 12월 31일 기준

29.2 %

건설부문

미디어

통신

(!ஶ)

(!ஶ)

(! ஶิሽ)

(! ஶิሽ)

(!!ஶ)

100 %

100 %

96.6 %

43.5 %

90.5 %

경영진

이사회

มຫ

2014년 12월 31일 기준

Martin Bouygues

Martin Bouygues

ፂၿ

ፂၿ

그룹의 주주 구성
2014년 12월 31일 기준

Helman
b
le Pas de Sécheval
>MWTQIᆅඳၦຫ

Olivier Bouygues

Olivier Bouygues

ิፂၿ

ิፂၿෟ;+,5ືၭఝዑ

Colette Lewinerb
+IXOMUQVQፂၿၴබ

Jean-François Guillemin

Michel Bardou

ᆅඳၦຫ

ဨ൘ຫఝዑ

Philippe Marien

François Bertière

૯സႁඳၦຫ

ิၦ૯ิຮፂၿ

Jean-Claude Tostivin

Francis Bouygues 부인

지분 비중

20.9 %

36.6 %

Sandra Nombret
ဨ൘ຫఝዑ

Nonce Paolini
<.ፂၿ

ၨຫෟશ൘ᆅષิຫၿ

Jean-Paul Chifflet

ఝຫ࿕ิබ
ᆊધઠၴ

+ZéLQ\)OZQKWTM;)ຫၿ

23.3 %

Jean Peyrelevadeb
)NWZOM,MOZWWN.QVIVKMኒቼஞ

19.2 %

François-Henri Pinaultb

Georges
Chodron de Courcel

3MZQVOፂၿ

ஶဵၩૺა

;);/++)[[WKQé[ፂၿ

Rose-Marie
b
Van Lerberghe

Philippe Bonnavea

Raphaëlle Deflesselle

ኒ༺በ്ૐၦຫፂၿ

ิၦ૯ઁ໕ፂၿ

ဨ൘ຫఝዑ

336,086,458



의결권 비중

Michèle Vilain
François Bertière

Yves Gabriel

ิၦ૯ิຮፂၿ

ิၦ૯ઁ໕ፂၿ

Hervé Le Bouc

Anne-Marie Idracb

ᇯೡ༺ፂၿ

႖ၭ;6+.ፂၿ

Nonce Paolini

Patrick Kron

<.ፂၿ

ྩ༺ቘፂၿ

Olivier Roussat

Hervé Le Bouc

ิၦ૯ቊഅᇰፂၿ

ᇯೡ༺ፂၿ

ဨ൘ຫఝዑ

28.2 %

(a) ஶဵၩ
8PQTQXXM*WVVI^Mਜ਼
A^M[/IJZQMTၡፎၭၒച
ิၦ૯ઁ໕ፂၿᆟၭ
ዻఋ
Jၦຫፂਜ਼ె൝ၦຫച
૬ႜዽၦຫ

13.9 %

27.3 %

30.6 %
492,710,591

੭ၡၡછ

• ;+,5
• ဨ൘ຫ
• ૺረይ೩༺
• ဘ
a

I;+,5ၔൠ്ิၦ૯ፂၿෟ൘๗
ิၦ૯ิፂၿၦხ႕ხึၕხఃૺ࿕ၦ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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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014년 12월 31일 기준

직급

႖ໞઢ

ይ೩༺

ይ೩༺႞ဘ

32 %

41 %

29 %
59 %

• શ൘ჯෟૺ༜ჯ
• ጢၿຫဴ
• શ൘ჯ
• ዀຫဴૺ༜ჯႮၿ (თશ൘ჯ)

ᅙၭิဉၴ၌ໜጸพთ႙ၕౠჯဴો၊෮ང

가치관 공유

ຫஏགჰ

ิၦ૯ჯဴ౹ၔၨຫၿགྷౘ
Ⴐთཅദጨዀၡਜ਼ᆳલ၉ዻધ
ၰఋิၦ૯ၡၨຫશ൘௴ૺ࿕ਜ਼႕
๗႖ၨ႕ᆬඓၕጀନધዻ
ၦള࿌ჰఋ

ิၦ૯௴ྴຫཉၴྤཇጢၕพၿዻ௴
ຫஏགჰၕၿዽఋವዽჯဴ౹ၡ
࿕ඳໜၨႜዻધૺิዻඑ
ၨႁ၉ᆳዻૺ၁ዽႜᅙၕኺધ
ၰఋႜᅙၔჯဴ౹ၡၻႁഎໜ
૯൘ધ႖බໜၕพືዻૺ၁ጄຫဧ
ౘఋิၦ૯௴ທྤఁೡพஞ
༺ചხ௴੭ဵᅍᆓਜ਼
ຫፂพၿႜᅙၦၧલ၉႔ᆔፂຫ
พႮฟხෟබጷይച૯ೱ౾ఋ࿅ዽ
ጩሳၕ႞લዻધၰఋ

ཅദဉၴ၌ໜ
ิၦ૯௴ ጢၿ ਜ਼ၿ ਜ਼ଆဪ
ิ ᅙၭၦ ࿌Ⴆ ࿕ඳ ਜ਼ၿ
ၹ ྤ௴ ၦ౹ၦ છႜၕ ጌຫዽఋ
ჯဴ౹ၔᅘဧፎ൯ဨ൏གྷၩஏ
ືఙዽၴ၌ໜၕิ෦௴ఋ
ჯဴ౹ၡ ிዻဨဉ ࿕ඳ ༘ጌഎၕ
႞ધዻૺ၁ጄ૯സᅍဴ႖ჯၡ
ჯဴ౹ၕ၁ዽఋ࿅ዽો၊ይച૯ೱ౹ၦ
ა๗࿌ၰఋይ೩༺႞ิ
බఋ༘ၡો၊ઢፃၕჯဴ౹
႞ྦዻધၰఋჯဴ౹ၡၴૺઢ
෧ၕ၁ዽิၦ૯ၡிഎၔይ೩༺ၡ
ฅ႕ ၡඳ ሙ ືፂዻ௴ ຮ
ᆅྵၡ ! ၕ ჯဴો၊
ብၴዻધၰ௴ઇൢพྤၹྩ༘
ၰఋ
ຫஏ࿕ඳၦགྷၿધၰ௴వ
ၦ௴ჯဴ౹ၡઠഎ੭෧ၩႮዾທ
ྤఁೡ ૺ࿕ஏ Ⴎ࿕ ตጷ ఝዽ
ጄછᅙၦૺ ዻૺ ಕබၦఋ ૯സ
ஏ ෧ແዻ௴ ක౷ ᅘဧ ႜ
ჯᅙ౹ၔၨቼೡறຫၦቼႮፂዾ
༘ ၰఋ ૯സ มຫທ ྤఁೡ  ఝ
ၴፂຫ௴ຫஏ࿕ඳၦၕၿዻૺ
၁ዽ႖కิ੨ધၰఋ

39 %

ይ೩༺௴ ၨኊ๐ጨ ૺ࿕ჯဴ
႔ᆔၦགྷጌધၰఋૺ࿕ང႔ᆔ
8-:+7I౾
(a) ఎᅰ႔ᆔ

부문별 그룹 직원수

8,817 578
ิၦ૯
ቊഅᇰ

53,474

ხፂຫෟ
ิၦ૯ઁ໕
ૺረิබ

2,951
<.

59,682

1,968

ᇯೡ༺

ิၦ૯
ิຮ

직원

127,470 명

지역별 그룹 직원수

2014년 총직원수
(프랑스에서 71,791 명, 전체 직원의 56 %)

5,903 829
ีු

채용

34,914 명
2014년 전세계 채용 인원
프랑스에서 4,665 명 채용

თஆු

13,973
ྤགྷྤሲዀ࿅

17,540
၉ഀ
ይ೩༺႞ဘ

17,434
ྤይ൘ᆽෟთ

71,791
ይ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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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੧ෟྦ႖

ிຫఝጷ

ઁ੧ ෟ ྦ႖ ႜᅙၔ ิၦ૯ ૯സ
ၰ࿌ ႗ఝ႕ၨ ၁ᆳ ᅍხዻધ
ၰఋઁ໕ิබၴፂຫ౹ၔጢၿ
࿕ඳ၁ጔ෮ხ၁ዽႮᅧ੧എዻ
ኼᆳધ ၰఋ ૯ છ ิබ ఋ൏
ፂຫพఋ ೇ࿌ ໜ พၦધ
ၰၒඑ  ஶᄆ ხ႕ၨ ጎືၕ
ૺഛዻધၰఋ

ิၦ૯ ૯സၡ ிຫશઢ௴ ച
Ⴐთዻ௴ਜ਼ဪઁ໕႕ၒചჰጌધ
ၰၒාച ჯဴ౹ၕ ၁ዽ ਜ਼གྷ႕ၨ
ჰ႖ၕਜ਼ᇛዽఋ

ิၦ૯૯സၔ࿕ඳၡ၊ᅰ႕ၦ
ዻጎႮႜዻધੜႶთె෮ხႜᅙၕ
ኼᆹၒചཡ ჯဴ౹ၡ ઁ੧ၕ ၁ጄ
ிഎዻધ ၰఋ ોቛຫધ ၁ጔၦ
ཉ൘ຫፂ႕බ႞ఝጄ૯സၡ
ක౷ၴፂຫ౹ၦၨང႞ધᇉኲၨၕ
ኼᆳધၰఋ

ૺፂၡ૭౾
ჯဴ౹ၔၨ႕ຫጃၦᆖཅືશ࿖ၦ
ᅧဨၡጨዀ࿕ඳෟໜఝዽ
લႜዽพືၕ൛൘ਜ਼ၰఋ
૯സၡක౷ၴፂຫ௴ၿྴകᆖཅ
ஆழધဧ๗၌૭ጨ౾ఝጄఋ࿅ໜ
ႜᅙၕ ኼᆳધ ၰఋ ิၦ૯ ኊ൫
ၨሽஏ ิၦ૯ ቊഅᇰ <.
ၔይ೩༺૬ગጥፂ)NVWZၡఋ࿅ໜ
ೡญၕพ၉ዻધၰఋ

ੜ ၴፂຫၡ ிຫఝጷ ૺૐ ဘ
I
J
૯സிຫ၁ဴፂ ဉ၉ഀிຫ၁ဴ ਜ਼
ิၦ૯૯സၡ႖ึຫፂኒቼஞဉ
ઠჰၦႜૺ႕ၒചൢఝጷዾ༘
ၰ௴Ⴙၔૺፂ႞લዻધၰఋ
ይ೩༺ჯဴ౹ၔჯဴఝዑ໓
႕૰ ᅒጀၒചཡஶ  
࿅ჲၡிຫఝጷఝዽხఝዽશཉၕ
ዑᆖዻધၰఋิၦ૯ၡብዑ၌ၔይ೩༺
ዀ૭ብዑ၌พఋፘྞைၔ༘აၦාച
ჯဴఝዑ౹੧ዽႜቛໜၕิዽఋ
ይ೩༺௴ ૯സၡ ක౷ ิබ
ჯဴ౹ၡฟ൘ፎແ႞ፂຫဉிႮၡ
ఝዑ౹ၦ ༘ച ૐໜዻ௴ ૺૐ
શ൘ዻધၰఋ

기업책임투자
부이그, 3대 지표 도입
ஶิၦ૯௴5;+1ചข
ხਜ਼ઠხ༘;<7@@ചข-;/
൘ధხ༘ෟ၉ച༺ቼ๗ხ၉ചႰ
ხ༘౾ૺ࿕ᅙၭብၴఝხዑၮၕ
གၨ෦ྰఋ
ၨይೡဉགྷ၁ዽጡཅ႕ၨളၕ
੭෧႕ဧዻૺ၁ዽิၦ૯ၡிഎ
ᅙၭၰ௴ૺ࿕ጺ။൘ૐ൯ႜᅙၦ
ၨႜ෦ၔઇၦఋၦ௴ವዽჯဴ౹ၡઁ੧ၕ
พጭዻધዀ౾ၕพၿዻ௴ਜ਼ဪవ࿕ඳ
ቛዽၴྤໜᆟၿዻધၴዻ௴ิၦ૯ၡ
ၡხพધၰఋ

안전
부이그 그룹 직원의 산재사고 빈도a
범위: 전세계

Iิၦ૯૯സૺ࿕ிႮఝዑၒചૐໜ
J੭ਜ਼ჯဴఝዑၒചૐໜ

10

8.3
8

7.31
6.34 6.59

6

5.71 5.96

4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๙

කചᇬᆽຫ๓೩ᆽิၦ૯ิຮၡ࿕ඳፂၡ

ྦ႖ၔ൯ဨთဠዽ႞ၦఋஶ
ઠුዽჭਜ਼พၒิၦ૯ၡຮႁຫધ
๙௴ஶ႖๗ોዾಕხ႕ၒച
ጢગዻዻ௴వၦ௴ችᎁิၦ૯
ઁ໕ᇯೡ༺ਜ਼લຫጢၿചྦ႖
ඓኼᆳધၰ௴੧എዽྦ႖ႜᅙၕ
ዻધၰఋ
(a)࿕ඳთఎၕዽຮႁຫધ༘`
૱ඳགྷ༘

콜라스
책임 있는 구매

작업복 인증
ஶิሽᇯೡ༺ၡൢჯဴ౹ၔ
႙ᅍ႕ၒചൡ༺ዻ๓ೡ്લႜඳೡญၕ
෦ၔ൘ၡલႜඳ၉ૺேඓႁጺဧ
ወ൘༺ቇ്ႁၡၵ࿕ฟၕᅘሳዻఋ
ဴၴႁແຮีྤይ൘ᆽલ෮ၡ
ၵ࿕ฟ႞ၵၦ്ૺଆხੜఎઢถച
ຫဉၨჭၕᅺఋ
I
ᇯೡ༺௴ၦዽጺၕၨႜ෦ྤ+,). ਜ਼
༘ዻ௴ხਜ਼ᅙၭၰ௴ૐ൯ືጄఙ
ิබ༺ೡญ౾ஶ੭ၡືၕ
༘ືዻఋ
(a)ይ೩༺ઠჰෟૐ൯ၴጥፂ
ิၦ૯.ૺ࿕੭ဠ.ิၦ૯૯സ . 5

환경 보존

주요 사회적 안건 고려

ஞხ႗

။൘ဴᆴა༘

ิၦ૯௴ஞხແຮઁමᆵጹઠხૐ
ෟხጨቼဲሙ౾ხਜ਼ઁ໕
ิබᆊધၡၕછჵዻધၴ
ிഎዻધၰఋ

ิၦ૯ ૯സၔ ຫ࿕ၕ ༘ጌዻ௴ వ
ၰ࿌ ൯ဨ ࿔ગዽ ဴᆴၕ ა༘ዻધ
ၰఋஶ௴ૺႰၡ૯സ။൘੧
കၕ ઠႉ ิኞ ෮ხ ႁඳႜพ ෟ
ၦጄືᆚ ఝዽ აฅ ይച૯ೱ౹ച
พဋ ෟ ૐᅰጷዻၒඑ ૯ ஏဧၕ
ჯဴ౹ ൘ ጵพዻఋຫஏ
௬༺അሽၨቼೡறဨኻම౾

ิၦ૯ ૯സၔ ધ੮ ጡཅ႕ၨ
ളၕ႞ྦዻધၴຫઁමิබ
ᆊધૺ༜ၕ႕ဧዻધၰఋิၦ૯
૯സၔ ࿕ඳ ዶဠዽ ක౷ ஞხ
๗ ᆊ႕ጷዻૺ ၁ጄ ችᎁ ႁແ
ஞხ ၻႁഎ ෧ၕ ਜ਼ᇛ ዻ௴
ຫဉ ჰఎ ૯൘ધ ஞხશ൘
གྷ༺ቋཇགྷፎ႞࿌ይቼ်࿌੭෧
౾ၩഏၡႮᅧཇགྷዻఋ

ૺමશ൘
ႁఋແຮዻધຫဧዻ௴ิၦ૯
૯സၡઁ໕ิබၔຫ࿕༘ጌགྷ෧ແ
௴ૺමၡႁጺဧෟၴဴጷඓ
ၰ࿌ ฅ႕ ၡඳ૬ႜၕ ືፂዻ௴
ໜ ஏૺ ၁ጄ ጡཅ႕ၨ ႖ၕ
੭෧ዻધၰఋ
ิၦ૯ ቊഅᇰၔ თધ ፨ఝ ႁጺဧ
ቼဲሙ ༘൝ዻఋ ವዽ ิၦ૯
૯സၔ ႖බ ຫፂ႕ ૺ࿕ ၡദዻ
႖ຫ႕ၒച႖ၴ႞ዜૺමၕႁጺဧዻધ
ၰఋ

พ്ၡଃᇬิၦ૯ิຮ௴ஶይ೩༺ၡ
ÉKW9]IZ\QMZၨჭᆵጹઠხૐၨჭၕ෦ྰ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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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౹ၔ 15*ิၦ૯ઠఝዼဴ
ၒചิሽ ။൘ဉ ิၦ૯ၡ ਜ਼ᆳ
ఝዽ ો၊ၕ ෦௴ఋ ஶ 15*
ᅖ൝ ፎ   ၦືၡ ၭဴ౹ၦ
ၦዽો၊ၕ෦ྰఋ

기후 변화
온실가스 배출
범위: 전세계

17,076

ሣചቖ౾ਜ਼ᆳၡሪຮਜ਼༺
ஶᆖ

ૺፎබ႞ၡఝዽ႖ჯඓዻളၕ
႞གྷዻ௴ဠૺ࿕ၒചၡၭඳᆚཇᎁ
ၦጌዻધၴิၦ૯௴ஶ$ஞხဉ
ሪቼചዳ&ೡ௴ၦၡຫஏઠఝፂ
੭ᆊዻఋఝፂၡඛዑ௴ஞხፉ၌ጎື
ෟཇਜ਼༺ᆖึၡᆬႜਜ਼ዽ
ჰ႖ၕᆖዾ༘ၰ௴ጡཅ౹ၕၿዻધ૯
ਜ਼ᆳ႞ધዻ௴ઇၦ࿘ఋ૯സ႖ิබ
႞ᆖౘ ੭ၡይച႟ቼთ ੭ਜ਼
໓ႜ࿌ືၕ༘ືጋ௴వၦ౹ይച႟ቼ௴
___JW]aO]M[KWUႮፂዾ༘ၰఋ

ᇯೡ༺௴ඣ෮ብႚ૱ചพሜാღხ෮ႁጺဧෟႁᅧ൘ዻఋ

ᇯೡ༺້พ്ໜႁૺิ"ໜ၁ၡຮᅙചUႁႜ๗

ᅙၭၰ௴ૐ൯

ፎဴႜᅙ੭෧

ิၦ૯૯സၔವዽલ࿕ᅰዻ࿕ᅰ
๗༺႞લ࿕ᅰਜ਼ૺ࿕ၡຫፂ႕ᅙၭ
ิබၡ໓ጌຫഖཇགྷዻഛ၉ዻ௴
ᅙၭ ၰ௴ ૐ൯ ႜᅙၕ ኼᆳધ ၰఋ
ၦ ႜᅙၕ ੜ ิබ ႖੭ጀၒചཡ
ஶ ఋ࿅ዽ ືၕ ༘ືዻఋ
ᇯೡ༺ਜ਼༘ືዽ$ხਜ਼ᅙၭၰ௴
ૐ൯ື&<.ၦၴຫૐ൯ႜᅙఝጄ
༘ືዽ$႞ఋ࿅ໜකၭື&

૯സၡมຫၨิၦ૯ངፂຫᅍဴၡ
ፎဴႜᅙၔຫፂો၊ၨ႕ᅍဴ
౾ఝጺၕྤဨ൏ఋஶ
ᅖ൝ஶၕ൬ၔይ೩གྷ༺ิၦ૯
ૺ࿕ႁఎၔዼ࿕ၡႜၔၰၒ
ჰዼၰ࿌ႁႜ႕ၨ࿌ီၕઘધ
ၰ௴ ધ౾ዼແ౹ၕ ხဴዻધ ၰఋ
ၿዼແൠఋ ิၦ૯ ૯സ ჯဴၦ
ၦ႞ઠ႞ጺၕዻધၰ௴ၿዼແၦ
ፎဴၴചီႮ࿎ၕ႞લዽఋ
ጢႁૺແଆხᆅၡዼແ౹ၦ
ႁఎၿዼၡጩሳၕ෦ྰ෦ધ
ၰఋ

ஶဵิၦ૯௴႖૯സᅍဴ
ஶ ଆხ ੜ ิබၡ ඛዑ ෟ
႖੭ጄዾጌઢፃၕႜ൝ዽૺ࿕ၡ
ຫፂ႕ᅙၭ႞ጢጼኒྥဠૐ௴
ຫጃ૬ᆴఐໜඛዑෟხዑ໕ႜ
ૐ൯ ෟ ૺ࿕ၡ ຫፂ႕ ᅙၭ ႜᅙၕ
લང႕ၒചጸ൝ዻఋ

ิၦ૯௴ มຫဉ ఝ ხຫ
ཇགྷዻધၰ௴ፎဴႜᅙဘ႖ໞઢ
࿌ಀ ჰᆖხၡ ხલᅰ
႕૰ᅒዻધၰఋધဧຫፂቛጁ౾


TF1
파리 기후회의 2015
TF1 그룹, 기후 현안 해결에 적극 참여
<.ၔஶኒ൘ૺፎፂၡ+78"ဵ
ၩfဵၩၡဠጢྦఝዽ
ᅒၡၩጹၒചஶဵၩხૐพጭ
၁ዽይ೩༺ఝቛകችຫఁᇯೡ၄ച=6
ໞઢૺ࿕ጥ྾=6/TWJIT+WUXIK\ችถ
ၴබ๐൘༺ೡഡၿൠ്ሙ࿅ધ๗ᆳ
I
ధ༬ይቼይച႟ቼ ፂၿஶྩધ࿌
႖ิቛകጀନிญዀጷືၕ༘ືዽ
J
ၰ௴/1-+ ၡิፂၿၿኒ༺ᇀ
ၦኲ്അ౾ึၡ႔ዽጺਜ਼౹ၕ
ዽၴ൘කྤૺፎබ႞ളఝዽ
ጌຫ੭ᆊዻఋ
#TF1PARISCLIMAT2015

+78ဿຫၦቼ
Ⴎፂዻགྷඓ
ၦᇬ༺ᇇዻཊགྷ

상세 정보:

www.bouygues.com
@GroupeBouygues

(a) ሪဉጷ໐ஞხചၨዽ႞྾ၴ၉ചဪ
ઠ႞၁ጄிഎዻ௴ค၉ഀఋึཌሙሺሙ
(b) =6ၡຮዻૺશ?57ဉ=6-8ၦᅖ໕ዽ
ૺፎตጷશഏႜิ႖බਜ਼૯സ

ይ೩གྷ༺ิၦ૯ૺ࿕ႁఎ"
ൠ൚ဉፎဴၴಀಀ
ิၦ૯ቊഅ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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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ᆳဉຫჰၒചมஶ
ጵᇳōዻၦōൠᆽોઁ໕ጢၿ૾ၦSUၡ
ၦોၔิၦ૯ઁ໕ຫືᆊၿધਜ਼ોၦఋ
ิၦ૯ิຮஊቇ്ላ്ᆽ്ኊฟጁགྷ੭෧ხૐ
႞ఎઢ༘=ZJIV-ZI®
ᇯೡ༺ၡሜഅ്ඣኲ೩ዢၦౌხ෮ૐ)
ધചጸၿલຫ
ิၦ૯ቊഅᇰၡቼ൘ዯዯഅၦဠ႞઼ધ
<.ஶဵ$มྤఁฉ്ໞ്അၿዅྤഅ&લ
I
෮ၒചೢิබགྷᅯൈ၁ૺഛൢ གྷᅯ

1

3대
기업책임투자 지표
2

5;+1ചขხਜ਼ઠხ༘;<7@@ചข-;/൘ధ
ხ༘ෟ၉ച༺ቼ๗ხ၉ചႰხ༘ิၦ૯ਜ਼
ၮዾ༘ၰ࿘పઇၔ႖ຫ႕ၨᅍဴຫፂૺ࿕ጹઠ
ึ႕૰ᅒጋૺಕබၦఋ

17.6 m
세계 최대 터널굴착기의 직경
ิၦ૯ઁ໕ၔၦᅎૺຫဧዻጵᇳၡ
ብබᅱ೦ᇭၕၯ௴བቷ๐ጄ႔ሽചલຫዾ
ႜၦఋ

3억 1800만 유로
레유니옹 신계약 총액

3
4

ᇯೡ༺ਜ਼༘ዽഅ၉ఁဇၡ႞෮ചૐ
ઁ໕લຫၡྵ༘ၦఋ

19.99 유로
월별 요금
၉໓ቛཅิබิၦ૯ቊഅᇰၦ႞લዻ௴
ູചဪቼ൘ዯዯഅၦ႖ጷၨሽறቊഅ๗႖
ዑაဠၦఋิၦ૯ቊഅᇰၔၦഄረຫဉ
ᅍถጷ௴ዅხఉၕቛጄஶ၉໓ቛཅ
ิබ༚ໜၿ၁ૺഛዻఋ
a

1690만 명
의 시청자

ਜ਼ဵ<.ၦ෮ዽஶዳኒဵᇗ
੧႖ఝછዽይ೩༺ెၩ႖ၕགྷᅯዻఋ
Iᆖᅧ"ඈಀྤඈቼ൘ඈಀྤ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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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ၦ૯૯സၡ
ႁඳ႞ዑ
연결 대차대조표 12월 31일 기준
단위: 백만 유로

연결 손익계산서
2013a

자산

재처리

၉ጨෟඳጨ
ધႜၴຮ

단위: 백만 유로

매출액
8,112
5,245

8,267
5,286

경상영업이익

ધႜၐၴຮ

4,082

4,663

ૺረધႜၴຮ

251

288

࿕

b
c

고정자산

17,690

18,504

၉ၴຮ

11,814

12,199

ጢෟጢ౾ਜ਼ම

3,546

4,144

ၐືዜ

2013a

2014

d

유동자산
൯ੜႜၴຮෟຫ࿕

f

14

21

15,374

16,364

1,151

자산 총계

34,215

34,868

ૺረ࿕ၦၧෟ๗ဧ

2013a

2014

7,150 e

7,854

재처리

ၴૺၴม૯സხึ
ხඳพ၉ხึ
자기자본

1,519

1,601

8,669

9,455

ၿૺิᅘ

6,601

5,850

ၿૺුხ๗ဧ

2,173

2,305

167

153

8,941

8,308

ૺረધႜၐิᅘ
고정부채
၉ၐิᅘ
၉ิᅘ
ఎૺၔጌᅍၮෟఙႺၶધ
ၐືዜ

d

유동부채

༚ၐิᅘ

1,267
15,574

362

234

26

30

16,439
f

൯ੜႜຫ࿕શഏิᅘ
자기 자본 및 부채 총계

1,006
15,045

17,105

166
34,215

34,868

4,435

3,216

Iஶဵၩૺაႁඳ႞ዑ௴1.:;ෟૺა႕ဧၒചၨዽ
ጎၕྦዻႁᅧ൘ዻఋ
J૯സቛጁૺ࿕ၡ࿕
Kხึฅዀਜ਼ዅጀ࿕ዅጀ
Lၐิᅘၡႜጸዽਜ਼ᆳጹຮ
Mྩ༺ቘዀਜ਼႗ዻചၨዽጎዅጀ
Nஶ൯ੜౘ၉ച༺ዅᆫၨሽஏ<.ᇬዳളቼᇯೡ༺શഏ
O၉ച༺ዅᆫၨሽஏხึ൯ᅍၧ ൢ၉ചෟၶ
ხึ! ႁዀਜ਼ึዅጀ
Pᇯೡ༺ၡᇬዳളቼხึ༚൯ᅍၧൢ၉ചዅጀ
Q/ኒ༘ၐ๗ဧൢ၉ചၡ૯സઢႜஏၴม႖ၮዅጀ
Rᇬዳളቼᇯೡ༺൯ੜ༘ၧൢ၉ച၉ച༺ዅᆫၨሽஏხึ
 ൯ੜ༘ၧ!ൢ၉ചዅጀ

2014
33,138

1,319

888
g

(91)

245

영업이익

1,228

1,133

༚ၐ๗ဧ

(304)

(311)

ૺረၐၦၧෟ๗ဧ
ฅၨໞ๗ဧ
લૺ࿕ෟጁၵૺ࿕ᅒხึၧఙ
사업 부문 순이익
ხඳพ၉ხึ༚ၦၧ
알스톰 평가절하를 제외한
순이익(그룹 지분)
ྩ༺ቘዀਜ਼႗ዻ

(26)

10

(360)

(188)

217
755

420h
1,064

(108)

(257)

647

807

(1,404)
(757)

연결 순이익 (그룹 지분)

자기 자본 및 부채

재처리

33,121

807

연결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 유로

2013a
재처리

2014

࿕ጺၒചၨዽጢ፯

2,720

2,258

ఎૺხໞ

(294)

(319)

࿕ጺၒചၨዽဪ႖ၴဠต

(180)

8

A - 영업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

2,246

1,947

(1,271)i

(1,362)

(169)

1,047 j

(1,440)

(315)

ஏხุఙ

(590)

(198)

ૺረႁඳጺશഏጢ፯

(1,181)

(818)

C - 재무활동 관련 순현금흐름

(1,771)

(1,016)

(58)

110

(1,023)

726

영업활동 관련 순 현금흐름

투자활동 관련 순현금흐름
༚࿕ብၴ
ૺረብၴጺશഏጢ፯
B - 투자활동 관련 현금흐름
재무활동 관련 순현금흐름

D - 환율 변동 사항
순 캐시 포지션의 변동
(A + B + C + D)
၉ച༺ዅᆫၨሽஏၡጢ፯თ൝ጷ
기초의 순현금

(69)
4,276

3,184

기말의 순현금

3,184

3,910

ิၦ૯.ૺ࿕੭ဠ.ิၦ૯૯സ . 9

2014년 부이그 그룹 주요 지표
2013년의 수치는 IFRS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알스톰은 지분법 평가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킴: 순이익에만 기여.
(단위: 백만 유로)

매출액

33,121

경상영업이익

그룹 지분 순이익

33,138
1 ,319
888

807b
Iྩ༺ቘང
ዀਜ਼႗ዻൢ
၉ചዅጀ
Jᇯೡ༺ၡᇬዳളቼ
ხึ༚൯ᅍၧ
ൢ၉ചෟ
၉ച༺ዅᆫၨሽஏ
ხึ 
༚൯ᅍၧ
ൢ၉ചဉ
ၶხึ! 
ႁዀਜ਼ዅጀ

2013
ႁᅧ൘
2013
ႁᅧ൘

2014

2013
ႁᅧ൘

a

주당 순이익

2014

2014

-757a

주당 배당금

ఎ၁"၉ച

순부채

ఎ၁"၉ച

1.60

4,435
d

3,216

1.60

2.41c
2013
ႁᅧ൘

-2.26b

2014

2013

2014

2013
ႁᅧ൘

2014

Iຫ࿕ิබၡ૯സხึ
Jྩ༺ቘངዀਜ਼႗ዻൢ၉ചዅጀ1);ૺაၕ႕ဧዻஶ෧ጌዽ
ఙხဧང༘ྦዻஶ෧ዑዽఙ༚ၦၧၕႁᅧ൘ዻఋ
Kᇯೡ༺ၡᇬዳളቼხึ༚൯ᅍၧൢ၉ചෟ၉ച༺ዅᆫၨሽஏხึ
༚൯ᅍၧൢ၉ചဉၶხึ! ႁዀਜ਼ዅጀ



Lஶဵၩᆅፂືႜఙ

2013년 말 이후 주가 추이

• ิၦ૯ • DJ Euro Stoxx 50®

장 마감 후 주가(단위: 유로)

35
2014년 12월 31일

29.98 유로
+9.3 %*

33
31
29

27
2014년 12월 31일

25

2013년 12월 31일

3,146 포인트
+1.2 %*

27.42 유로
23
2014년 1월

ဵ

ဵ

ဵ

ဵ

ဵ

ဵ.

ဵ

!ဵ

ဵ

ဵ

ဵ

2015년 1월

ஶဵၩఝ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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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문별 기여도
ྩ༺ቘၔხึฅዀਜ਼႕ဧዻછႁඳ႞ዑዅጀགྷሤ"༚ၦၧൢૺ
ఎ၁"ൢ၉ച

매출액

경상영업이익 a

그룹 지분 순이익 b

331.38억 유로

8.88억 유로

8.07억 유로

15

4,413

143

11,442

- 65

- 41
335

2,195

179

128

254

d

102
332
2,771

12,302

174

c

583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순영업투자

잉여현금흐름 e

22.58억 유로

13.62억 유로

3.97억 유로

- 23

2 172

480

138

13

797
157
456

684
154

693

52

154

35

199

84

• ิၦ૯ઁ໕ • ิၦ૯ิຮ • ᇯೡ༺ • <. • ิၦ૯ቊഅᇰ • ხፂຫෟૺረิබ • ྩ༺ቘ

Iხፂຫෟૺረิබၡઠື࿕ၦၧၔൢ၉ച
Jხፂຫෟૺረิබၡ༚ၦၧၔō! ൢ၉ചၦ௴ხፂຫઢႜ࿕ൢ၉ചຮዽ༘ᆳၭ"ᇯೡ༺ၡᇬዳളቼხึ൯ੜશഏ
ൢ၉ചෟ၉ച༺ዅᆫၨሽஏხึ൯ੜશഏൢ၉ച
Kᇬዳളቼხึ൯ੜશഏ༚ᅍၧൢ၉ചዅጀ
L၉ച༺ዅᆫၨሽஏხึ

༚൯ᅍၧൢ၉ചဉၶხึ!

ႁዀਜ਼ዅጀ

Mၱጢ፯%࿕ጺၒചၨዽጢ፯༚ၐ๗ဧໞ༚࿕ብၴၱጢ፯ၔဪ႖ၴဠตึၕ႞ဘዻધઢຮዽఋხፂຫෟૺረ
ิබၡၱጢ፯ၔōൢ၉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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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그 건설, 부이그 부동산 및
콜라스로 구성된 건설부문을
보유한 부이그는 동부문의
리더사 중 하나이다. 인적자본,
고부가가치의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건설 부문의
리더십, 그리고 강력한 국제 진출이
미래를 위한 부이그 건설 부문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주요 통합 지표

115,124 명
직원수

265억 유로

(+ 2 %)

매출액

a

9.39억 유로

 (+ 38 %)

순이익
Iᇯೡ༺ၡᇬዳളቼხึၡ༚൯ᅍၧൢ
၉ചዅጀ

부이그 건설이 확장 및 지붕 설치 공사를 담당하여
2014년 10월 16일 개장한 마르세이유의 새로운 자전거 경기장

12 . 부이그 . 기업개요 2014 . 건설부문

건설부문

พఋၔາၡጹઠၕ
၁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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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໕ิබ
부이그는 도시화와 편리한
교통이라는 거대 명제에
부응하여 건설토목, 에너지와
서비스, 양허(부이그 건설),
부동산 개발(부이그 부동산),
교통 인프라(콜라스) 등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략
ઁ໕ิබၦ႖ໞઢ੭ၦື
ჰᆖጄၰ௴ิၦ૯௴ၨይೡ༘ဠၡ
ჭਜ਼ച ၿૺ႕ ໜၿ ၻႁഎၦ ၰ௴
གྷၿ ዅხఉ ዽ ิබ ໞઢ
൘ధຫთዻၦఋ
ิၦ૯௴ ይ೩༺ဉ ႞ิබ
ધ੮ၕ၁ዽጡཅხਜ਼ઁ໕
ૺዽ༘ၧໜၰ௴ໜၿၕဨ໓གྷዻ௴
ႜᅙၕኼᆳધၰఋ

강점

ၨ႕ၴม
ၨ႕ၴมၔ ิၦ૯ ૯സၦ พ၉ዽ
ჰႜዽ ၿ႙ၦఋ ิၦ૯ ૯സၔ
ၡအ႕ၨჯဴ౹ၡிዻဨဉઠጔ
ᎅၮ࿌ ූશ ิබ ધ੮౹ၡ ဠ
พఋ ၹ ิၚዻધ ႕႗ዽ ളၕ
႞લዻધၰఋၨ႕ၴဴၕพႰዻ௴
ઇၔ ઁ໕ิබၡ ဠ ႞ თ
ዻၦૺዻఋ

ጡཅ႕ၨધิਜ਼ਜ਼ᆳള
႞ྦ
• ይച႟ቼၡਜ਼ᆳຫ༽႖ᅰྤဨ്௴
ള႞ྦ"ႁဴႮఐ໕ઢགྷલ
ຫፎશ൘

• ၴ ረਜ਼ લၨዻ௴ ૺ༜႕ ႖බໜ
ิၦ૯ ૯സၔ ฟၼዽ ይച႟ቼ
༘ጌၰ࿌ધၡிዻဨဉૺ༜എၕ
พ၉ዽઇၒചၨႜ෦ધၰఋሽો
ધᆲઁම
• ໜၿໞ พၦધ ၰ௴ ხਜ਼ઁ໕
ิබၡઠႉဨ၁ิၦ૯૯സၔችᎁ
ᆊႶ ຫဧၴ౹ਜ਼ႜ ૺ࿕ၡ ஞ
ხ ෧ၴ ෟ ๗ဧ  ඛዑച
୭ၭ࿖௴ጡཅၕᆓૐዻધၰఋิၦ૯௴
ይ೩༺ ෟ ႞ิබၡ ஞხ ແຮ
ઁමၦხਜ਼ხૐึሩဵዽ
႖බໜၕᆔ႕ዻఋ

• ႖බึຫ࿕ิၦ૯૯സၔವዽ
ધ੮౹ၡ ဠૐ ิၚዻૺ ၁ዻ
ູചဪགྷၿஞხቼဲሙ໕๗
ຫፎશ൘ᅪ౾ၕ੭෧ዻધၰఋ

ઙႮዽ႞ჰᆖ
ይ೩༺႖ᆂᆂᎁჰᆖዻၰ௴
ิၦ૯ၡ ઁ໕ิබၔ ವዽ ႖ໞઢ
ఝെጺ෧ዽጺၕኼᆳધ
ၰఋิၦ૯ၡઁ໕ิබၔጢხၴፂ
ຫၡຫ࿕ችႜఝጨይച႟ቼ
ၩགྷ႕ၒച ዶဠዽ ၕ ኒઙዾ ༘
ၰ௴ၕધള੨ᆓધၰఋ

੧എዽ႕ၚഎ
ิၦ૯ၡઁ໕ิබၔဨ༘ዽிዻဨ
ᎅၮ࿌ ધ੮ၡ ༘ဠဉ གྷၿ ตጷ
ิၚዻ௴ ືዜ ෟ ๗༺ ཅᎁ
႞લዻધၰఋ

ઙႮዽႁඳૐႮ
ิၦ૯ၡ ઁ໕ิබၔ ຫ࿕ཇጌືၡ
၁ጔ ႁඳึၡ ၁ጔၕ ႕႗ᎁ
Ⴎ႗ጀၒചཡႜૺ႕ၒചጢ፯ၕ
ᅖᆖዻ௴ዽኻધ੮౹ၦၿ႙ၒച௴
ઙႮዽႁඳૐႮพ၉ዻધၰఋ

지역별 수주잔액

29 %
51 %
20 %

• ይ೩༺มቔ
• ၉ഀይ೩༺႞ဘ
ረხྤይ൘ᆽෟთුఝെ
• ૺྤགྷྤሲዀ࿅

콜라스
자재 생산 사업
자재 생산 및 재활용 사업 수행
ᇯೡ༺௴ചགྷલ႖ఎઢઁ໕ၴႁ
ແຮෟႁጺဧၕఝ૬කച༘ጌጀၒചཡ
གྷલ႖ఎઢၡຮ࿕႕ቛጁၕᆓჰዻધ
ၰఋዶဠዽၴႁႮఐၕጸཇᎁዻ௴ઇၔ
൯ဨთဠዽ႖ၒചၦቛጄဨ༘ዽ
ዜჲၡၴႁႮఐၕጸพዻ௴གྷ
ຫ࿕༘ጌઠႉഎၕ႞ધዻધၰఋ
၉႞ෟᇬኑႁແຮ႖ໞઢ൘ధຫၨ
ᇯೡ༺௴ફႁጏဧพ၉ቖ
ஶၡແຮጄఙōၻႁพ၉
 ቖၕጸพዻધၰఋ
ફႁᅘᆟყཅ૬ᅘ໐ၿ໕൝ၴႁ
ૺම၁ዻᇯೡ༺௴ႁጺဧ
ຫ࿕ၕఝ૬කചᆓჰዻધၰఋ૯છ
ᆊႶધ੮ၔၩໜ൘ඓ
ઠ๗႗྾ዾ༘ၰધᇯೡ༺௴ஞხဉ
ၴဴၕ႗ዾ༘ၰఋ

2014년 주요 사항
주요 매각 및 인수

ᇯೡ༺അၩഅၦགྷྤ༘ၡઠ႖ᅪ੭ி໓ၡၿલຫཇགྷ

• ᇯೡ༺ၡᇬዳളቼხึ ൯ੜ
• ิၦ૯ઁ໕ၡᇅఋዯ೯૯സၨ༘#
ᇯೡ༺ၡషൠሙᇬኑႁແຮን൯ຫၨ༘
ෟጭ໓༺ቇၦ༺ຫചᇬኑิබ
ၴຮၨ༘

주요 매각 및 인수(계속)

• ิၦ૯ิຮ"ይ೩༺ཇረဪ
അၴ്ఽఋᆽ്ಀ੭෧ၕ၁ዽ႖႕
ጥႜၕྤᆽኒ༺ဉᅰ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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ఆඣኵ൘ᅪி໓ဨፂ໓ചલຫጢၿิၦ૯ઁ໕ōᇯೡ༺ōྩ༺ቘ

전세계적인 건설
및 서비스 업체

프랑스 부동산
개발의 선두 주자

교통 인프라 부문의
세계 제일 기업

႖ໞઢ ੭ჰᆖዽิၦ૯
ઁ໕ၔၩືແጺ૱ඳጹઠၕ
ጎືགྷሠ௴ૐႮම౹ၕ໕ઢ
ઁ໕ဪဧዻધၰఋิၦ૯௴
ხਜ਼ઁ໕ၡ൘ధຫച
ધ੮ၡၿૺ႕ၨጥഎશઢ
ቛጄพఋၔາၕૐᆔዻ௴వ
ၩႮዻધၰఋ

གྷ੭෧ෟဪဧຫၨิၦ૯
ิຮၔይ೩༺ၡ੭ხຫဉ
႞ิึ੭ხຫቛጄሳ
ຫඳཇઁමෟືਜ਼૯൘ધ
ხਜ਼ხૐຫ࿕ၕ੭෧ዻધ
ၰఋ

႖ໞઢ੭ၦືჰᆖዽ
ᇯೡ༺௴ોቛၨይೡၡઁ໕
ෟຫፎશ൘కఙዻધ
ၰၒඑၴຫ࿕ඳዶဠዽ
ၴႁఝิึჯႚແຮዽఋ
ᇯೡ༺௴ၦໜགྷጷጹઠ
౾ၡఝ႞ิၚዻ௴ຫ࿕ၕ
ኼᆳધၰ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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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໕ิබ
2014년 사업현황
ஶิၦ૯૯സၡઁ໕ิබၔఋགྷ
ዽ႞ิබၡໜઠႉഎ
૯൘ધೇ࿌႕ၚഎၕၮჭዻఋ
ၦዽၿ႙ᎅၮ࿌ይ೩༺གྷၿၡ
ᆹᅰఝၚዾ༘ၰ࿘ఋ

ઙႮዽ࿕ጺ
ஶઁ໕ิබၔ၉ചၡ
ைၔ༘ၶྵၕૺഛዻඑ႖ஶఝ๗
ྦႜໞ၉ხዻఋ႞ิබၡ
ໜၒചይ೩༺གྷၿၡᆹ႞ື༄ዾ
༘ၰ࿘ఋิၦ૯ઁ໕ᇯೡ༺༘
ၶྵၡ  ௴ ႞ิබၡ ༘ച
႖ஶၡ๗თၔ ఋ

ิၦ૯ઁ໕ၡ༘ၔ၉ചച
ችᎁጵᇳၡఝఝጨຫ࿕ၨ൘ྶሱ
ໂኌၕ ጵᇳ ቼ છዻ௴
ሽ ༘ ၦ ዅጀ࿌ ၰఋ
ᆅ༘ၶྵၔ   ၉ചച ጎፎ
ຫ࿕ఝዽ࿅ጭዽਜ਼གྷໜၕ႞લዻધ
ၰఋ

ิၦ૯ิຮၔஶఝ๗ 
ཅၿዽ!၉ചၡሳ྾൯මၕ
ૺഛዻඑགྷၿ႙၉၌ၕલધᎁዻఋ
ૺ࿕ิຮ ྾൯මၔ  ൢ
၉ചചீ຺ิຮሿሠይച႟ቼ
თ႙ၕౠ႖ၡໜલၕዻધၰఋ
ஶဵૺაᆅ༘ၶྵၔ
၉ചఐጋఋ

ხၴᅰብၴၡ૰ཉዽചஶ
ึૺิሽይ೩༺ၡചགྷၿၦગᎁ
၁ᆔ࿘ၗ ุૐዻધ ᇯೡ༺ၡ
༘ၶྵၔ႖ஶఝ๗ઠුዻჭਜ਼ዽ
 ၉ചၡ ைၔ ༘აၕ ၉ხዻધ
ၰఋችᎁይ೩༺ጄဘቔဉีු
౾ ႞ิබၡ ໜ ጺ෧ዽ
ᅪิබၦይ೩༺มቔചຫ࿕ၡ
ዻ੧ໞື༄ዻધၰఋ

2014년 주요 사항(계속)
주요 계약 체결

• ໂኌōጵᇳቼሽ
• ุച௬๗࿅ᇿ്௲ხ෮ၡ
ၗྥၡ႖ఙ

• ਜ਼ၡ൘ხบဴ
• അ၉ఁဇጄྦചၡધਜ਼ച႞෮ച
ၮᅰોᅍച

• ၡఋஶᅪຫፎશ൘ઢ྾ઁ
• ᇅఋધചၡૐ౹
• ኒ൘ၡ;5)ຫઁ໕ઢ྾
공사 진행중인 사업

• ኒ൘ၡይ೩༺෮ิઁම
• ጵᇳōዻၦōൠᆽો
• ఆඣኵ൘ဨፂ໓ച
• ዻᆽረ്໐၉ხૐၡิຮఎხ
• ᇅఋၦᇷളၦቼલጃ
• ਜ਼൘ၡ55 5 ધചෟ
༽ചሠྤၡ:ધച

• അၦხྤၡᇛၴᇿྩೡ
ഷዖ്ઠ႖ᅪ

인도 완료 사업

• ཌਜ਼ወၡႶጁ༺ዅᆫሽ༺ዅᆫጏ๐
• ൠၦྴුጃၡሽ
• ൠ്ໞၦ၉ၡၴ႖ઠૺၿ
• ኒ൘මဴ
• ചሙ๐ീ௲ᆽይൠ്ၡᆵጹઠხૐ
ᆽይྤმ്

• ኒ൘ၡሜೡೣ༺ཅຫ
• ೡይ೩ໞღ:-5ᎁᆽ൘ຫ࿕ን൯ዽ
൘ဧᇳዯാྱ༺ၡᎁਜ਼གྷઁම

• ይ೩༺๐ၿൠ്ໞၦ၉ਜ਼൘
ิఋኲ༺ቼၡቼೱ်ၦ
ྤ๗ၿၡ൘ధၴೡረญഉิၦ૯ઁ໕

건설부문

매출액 분포

148.7억 유로 (56 %)
프랑스

28.7억 유로 (11 %)
북미

2.15억 유로 (1 %)
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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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5억 유로

48.71억 유로 (18 %)
유럽(프랑스 제외)

21.61억 유로 (8 %)
아시아-태평양

15.28억 유로 (6 %)
아프리카 및 중동

ൠၦྴුิၦ૯ઁ໕ၦઁ໕ዽጄ႔ሽചཉોቛဋጷ

ૺఝิၚዻ௴ႁඳཇ႕
ஶઁ໕ิබၡ൯ᆖྵၔ႞ิබ
ຫ࿕ၡໜᎅၮ࿌႖ஶఝ๗ 
ჭਜ਼ዽ၉ചఐጋఋ
ઁ໕ิබၡઠື࿕ၦၧၔ 
ൢ၉ചઠື࿕ၦၧൈၔ 
ఐጋఋ࿌ဪጹઠઙႮዽ

༘ၧໜၕ၉ხጋ௴వ༘ၧໜᆓၦ௴
ิၦ૯ઁ໕ၡఝጨઁ໕ጢၿఋ༘ၡ
લຫᅎ༘ဉჰጌิჰይ೩༺ച
གྷၿၡዻೢᇯೡ༺ႜ၉ૺ႞ዜ
ን൯ຫ࿕ၡ࿕ཇၕዻધၰఋ

൯ဨ ၉ዽ ႙ၦ ማ ီၦ ધ
ၰఋ

ක౷ ຫ࿕ิබၔ ዶဠዽ གྷၿ ႕ၚ
ઢፃၕ ཇགྷዻၒඑ ๗ဧૐႮਜ਼

ஶૺაઁ໕ิබၡ༚ጢၔ
 ၉ചఐጋఋ


ವዽઁ໕ิබၔઙႮዽႁඳૐႮ
၉ხዻఋ

ิၦ૯ . ૺ࿕੭ဠ . ઁ໕ิබ . 17

ളၦ௲ხ෮/ZMMV7NNQKM®ஶፉ၌ฅ૬૬ႜఝ๗

주요 과제인 지속가능건설
ხਜ਼ઁ໕ၔૺፎตጷဉᅩၴဴ
፻ጷ౾ໞૺၡጹઠබ႞ጄછዾ
༘ၰ௴෮ྦთዻၦఋ
၉ഀၡઠဨ၉ഀጁၦ໕ႜዽஞხ
႗ඛዑᆳิၚዻૺ၁ጄ௴ሳ
!ൢᅘၡፉ၌൘කసൟၦ
ዶဠዻఋ
ิၦ૯ၡઁ໕ิබၔၦዽ႖႞
ิၚዻૺ၁ጄઁමၦხૐႮໜၕ
၁ዽૐᅰ႕ള౹ၕ႞લዻધၰఋ

ፉ၌ໜၦஃച႞ધ௴ઁම
ิၦ૯௴ይ೩༺ဉ႞ิබஞხ
႔๗ઁමઁ໕ၡிዻဨ੭෧ዻ௴వ
ิၦ૯ਜ਼ઁ໕ዽઁම౹ၡၨჭཇ႕ၕพඓ
ၦၹྩ༘ၰఋ
ይ೩༺ิၦ૯௴ฅ႕ၡඳ૬ႜၕ
ፘྞ ືፂዻ ધ੮౹ၕ ၁ጄ 
ႁແஞხແຮၦஞხ๗พఋ
ൣၔஞხແຮઁමၕઁ໕ዻધၰఋ

에너지 생산 건물을 목표로
ิၦ૯ ิຮၡஞხແຮຫඳཇ
ઁම/ZMMV7NNQKM®௴ઢ྾ചพၿ௴
ஞხધፉ၌ૺᆊ႕ၡᅰኻၡ
གྷఐໜዻ௴ઇၦਜ਼ዻఋ௴ઇၕ
ၮჭዻધ ၰఋ ຫඳཇໞਜ਼ གྷਜ਼พఋ
྾ ைხൢ શ൘๗ਜ਼ ፘྞ ၔ
Iᆖᅧ"ጹઠஞხશ൘લఎ)LMUMōይ೩༺
Jᅍஞხ๗3_PU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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ၡஞხ႗ఐໜ

/ZMMV7NNQKM®ၡઠ႞කసၔብၴၴဉ
ຫဧၴක၉൘ዽකసၦఋၦ
කసᎅၮ࿌ิၦ૯ิຮၔཉੜዽ
၁ૺઘધၰ௴ይ೩༺ૺ࿕ิຮ
གྷၿຫ࿕ၕ෧႖གྷሣ༘ၰ࿘ఋ

열효율 리모델링 개발
ፉ၌ ൘කసൟၔ ੧ዽ ၻႁഎၕ
ხఃགྷၿၦఋይ೩༺ၡൢᅘၡ
ሳთൢIᅘၡሳၦஞხ
ຫဧዻඑJ႖ᅰሳၡ Iਜ਼ፉ
၌ ఝዽ ၩᅰၡ ฅ૬ਜ਼ ႞ႜૺ
႖ ઁ໕࿘ఋ ಋೡ ิၦ૯௴
ක౷ Ⴖၡ ઁමၕ ၁ዽ Ⴖጁ႕ၨ
ஞხ൘කసൟືዜၕ੭෧ዻఋ
ิၦ૯ઁ໕ၔၦึఝዽཅஸၕ
ၮჭዻૺ၁ጄมຫઁමၨᅛ൚႔ၡ
൘කసൟၕ ஶ ဋഭዻఋ
Uݫఐዻ௴ᅛ൚႔ઁමၔ
ஞხ ແຮ ઁමച ൘කసൟ ࿌
ႁແஞხხሲ࿅઼ෟሲ࿅
ແຮෟဪဧဧ༘ᅧ൘ແමఋ࿅ໜ
พႰၕ၁ዽᆊᅫఎૺ༜ၕ႕ဧ෦ધ
ၰఋᅛ൚႔௴ුይ೩༺ၡ
ᆊધ ༘ა ၨჭ4--,® *:--)5®
09-®ၕጸพጀၒചཡ႖ໞઢ႕ၒച
ెพ႕ၨၨႜၕ෦ྰఋ

부이그 건설
성과 높은 프로젝트의 친환경 설계

환경 인증이나 라벨 약정 건물의
수주 비중
범위: 전세계 건물 사업 부문a

66 %

ஶ๗თ

ஶఝ๗ ჭਜ਼

ઁම༘თጹઠၨჭ๗თၔఝ૬ක
ຫ࿕ᎅၮ࿌ஶ ஶ
 ചჭਜ਼ዻఋ
I൯ᆖྵၡ

부이그 부동산
기업 부동산 부문 성장의 동력인 녹색
부동산 추진
2014년 시공중거나 인도된
®
Green Office 사무실 면적

82,789 m2
ஶၦ೭႕ඓ႕
ஶ༘ᆳ௴ !U

ஶ௴ !Uݫఐዻ௴ໂቼ
ೡ๐൘ෟളၦඈႶၡ/ZMMV7NNQKM®ဉ
൘ဧၡᎁᆽ൘ይച႟ቼૺ࿕ෟື࿕ิຮ
ิබၦ࿌Uݫఐዻ௴ஊቇ്ၡ
ູചဪ/ZMMV7NNQKM®༺ይൟၦᆓਜ਼࿘ఋ
ၦ౹ஞხແຮઁමၡᆅඓ႕ၔิၦ૯
ิຮၦགྷલთၨᆅૺ࿕ิຮඓ႕ၡ
 ఐዻාചஶଆხ 
ఐໜዽఋ௴ඛዑิጁዽఋ

생물다양성 존중 및 장려
ิၦ૯௴ ၴຫ ૐႮම ෟ ᅘ໐ၿ
ફႁᅘᆟၿตၡແමఋ࿅ໜพႰ
ႜᅙၕኼᆳધၰఋஶછໜౘ
I
ၦხኊ๐*QW[Q\Q^ ௴ઁ໕ิබၡ
ངමႶพႰႜᅙၕხဴዻધၰఋ
ิຮิබችᎁགྷແමఋ࿅ໜၦ
ધౙ ༘ ၰഛ ዻૺ ၁ጄ +QJQ J ௴
ɀ
ஶ႞႕ೡญၨ*QWLQ^MZ+Q\a
ᅖ໕ዻఋஶิၦ૯ઁ໕
ෟ ิၦ૯ ิຮၡ ൣၔ ຫ࿕౹ၦ
*QWLQ^MZ+Q\aɀၨჭၕ෦ྰఋ

ૐႮමຫፎશ൘
ხਜ਼ઁ໕ၡ ઠဨ ઁමၡ ໜ௴
໕ઢઁ໕ဪဧၦ്ૺଆხ༘ૺ
႖ᅰዀਜ਼ዻዽఋิၦ૯ஞ
ხ๗༺௴႕႗ዽဪဧઠ๗၉ხဉ
ઁම౹ၡૺໜၕၿૺ႕ၒചพၿዻ௴
ૐႮමၡ ຫፎશ൘ ၁ዽ ๗༺
႞લዻધၰఋ

ხਜ਼གྷ
ิၦ૯૯സၔၴဴ๗႗ዻ௴
གྷූၡາၡጹઠၕ੭໓ዻ௴
ઇၕඛዑചዻ௴ይ೩༺ၡᆵጹઠხૐ
Ⴎໜ ႖බ ૺ࿕ თ ዻၦఋ ጢႁ
พ്ၡଃᇬ൘ဧၡᎁᆽ൘ᆟ൘ᎁၡ
૯൚གྷኊ ౾ ఋ༘ၡ ᆵጹઠხૐਜ਼
ઁ໕თၦ੭෧თၦఋ

ิၦ૯ ஞხ  ๗༺௴ +Q\aJW`®
ືዜၒച ხၴᅰ౹ၦ ਜ਼ച౾ၡ თྱ
႞࿌ቛጄલલႮ൫ဪဧၕጎືዻ௴
གྷູചဪགྷશ൘ቨ༺ዳᇑ
གྷᆽඈೡ౾ၕพఋధၹጺဧዾ
༘ ၰഛ ్ધ ၰఋ ವዽ )TQbé®௴
႖ૺၴᅍᆚ႖໕ᆳෟᆊ႕શ൘
၁ዽ๗༺ၦఋ

지속가능지구 설계

낭테르 퀘르 드 카르티에의 총면적
(UrbanEra® 방식)

73,700 m2

친환경적인 편리한 교통수단 장려
ු೭ၡགྷઠၰ࿌ఝთોቛጎືၔ
൯ဨთဠዽ႞ၦఋ௵ஃྩ༺ቘ
ิၦ૯ ቔඛ ᇯೡ༺௴ ఝთોቛ༘ఎ
ቼೱ်ၦხዻᅪ੭෧ၡဠૺ࿕ၒ
ചၴ൘൯ዻၒඑጀନၕකྤ
႖ૺၴᅍ႖੭ዶဠዽၨይೡ੭෧
લᅒዻધၰఋ
ವఋ൏ဠ႞௴ხဉ૱ඳხ
ຫၦၡ ൘ གྷሠ௴ ઇၦఋ
ၦ ಋೡ ิၦ૯ ิຮၔ 
ஶ  ૺ࿕ၡ ჯဴ౹ၡ ၴሳ
૱ᅧ ఋ༘ ຫဧၴਜ਼ ၦဧዾ ༘
ၰ௴ቼဲሙછဴ൘ຫඳཇၕ
໕ᆳዻ௴6M`\LWWZ®ືዜၡ࿕ၕ
੭གྷዻఋ
ၦዽ ጡཅၔ ิၦ૯ ၴፂຫ౹ၡ
གྷஞხဉጥ࿕႕ႚ૱෮ངၡછཇച
ၹ ረઓጷౘ ຮ࿕ ኒቼஞཊၦ ၦ
ధဩ੧ጷዻધၰఋ

ஶิၦ૯ิຮၔ=ZJIV-ZI®I෮ངၕ
ၨႜ෦ྤືਜ਼Uݫຫඳཇஞხ
ແຮઁම/ZMMV7NNQKM®ዅጀUݫ
૯൘ધሳUݫၒചૐໜౘ
ฟጁགྷ੭෧ხૐஊቇ്ላ്ᆽ്ኊ
௲ხ෮ၡ႞ఎઢႮໜ
ຫ࿕ၴചხႜ࿘ఋஊቇ്ላ്
J
ᆽ്ኊ௴໕ઢఎઢิሽ༺ൠቼ૯൘ 
႞࿌ቛጁዻఋ
Iᅍჰఎხૐဪဧၦ്ૺଆხ
ხਜ਼ხૐၡႮໜၿૺ႕શ൘ხဴ
J"ხጨ"႖൫

콜라스
역청 코팅재 재활용 장려

역청의 자원화를 위한 코팅재의
재활용률
범위: 전세계 콜라스 생산 사업

에너지 관리
ხጨஞხશ൘ຫဧዻඓຫඳཇ
ືਜ਼അ႔གྷ໕ၡූຫဧၴ౹ၦ
ஞხ๗ဧၕ႗ዾ༘ၰఋၦ႞௴
ක౷ ᆵጹઠხૐ ይച႟ቼ ხጨ
ஞხ શ൘ਜ਼ གྷ ဠૐౘఋ
༺ൠቼ ૯൘ხጨ ႖എ൫ ືዜ
ጢႁ ၦྜഅම൘ி 1[[a/ZQL®
གྷคཇགྷთ௴႖എ๗ᅫิዻ
ဋጷགྷሠધ႖എ൫ၡၩ႕ิዻၡ
૭ጨၕ ႞ધዻ௴ གྷ ሪਜ਼༺
ᆖၕགྷሠ௴వૺዽఋ

부이그 부동산

14 %
상세 정보:

www.bouygues.com
@GroupeBouygues

2014년

ᇯೡ༺௴ᇬኑફႁႁጺဧၕቛዻஞხ
๗ಋೡཇਜ਼༺ᆖགྷሠ௴
གྷၴຫຫ࿕ዶဠዽᅯႁແ
ุਜ਼ဴၴႁၡၴဴጷጺફႁၡ
ႁຫဧၕቛጄၴဴၕ႗ዻધၰఋವዽ
ႁጺဧၕቛጄၴႁૺၕགྷሠધ
ၰఋၦዽ෮ངၕቛጄᆊႶધ੮
ၩዽ๗༺พఋၔ๗ဧၒച
႞લዽఋXᅒႮ

Iิၦ૯૯സၡੜຫ࿕ิබၡແමఋ࿅ໜ
શዽ႖ၕხဴዻ௴ຫஏၴබૺૐ
Jແමఋ࿅ໜิຮ႞၁ဴፂิຮ
੭෧࿕ᅰຫဧၴ๗ႜิૺૐิၦ૯ઁ໕ၕ
๗ഠዽઁ໕࿕ᅰ౾ఋ࿅ዽၦጄఙຫၴ౹ၦක
છໜዽૺૐ

ิၦ૯ิຮၦചሙ๐ീᇂ
ൠ്ྩይൠ൘ხ෮
Ⴎໜዽᆵጹઠხૐᇂྤმ്
ይ೩༺ጹઠෟஞხႮ႗ᅯ
)LMUMၒചิሽື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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ຫჰၒച
มஶ
෮ᇭၡဧ๚ಉઁ໕ጢၿෟဋલፎ෮ᇭᆊધᆲ
๚ಉၦౙൠዻᇮ๚ಉઁ໕ጢၿิၦ૯ઁ໕
?QTUW\\M)[[WKQé[ਜ਼໕ઢዻધิၦ૯ิຮၦஶ
ን൯ዽኒ൘ၡ;5)มຫཅຫ
ఆඣኵ൘ધᅪဨፂ໓ചલຫ888ၭఝጨූၴຫ࿕
ጢၿิၦ૯ઁ໕ōᇯೡ༺ōྩ༺ቘᅒ
ஶཌਜ਼ወ੭ၿዽໞઢᆊఝၡ888༺ዅᆫགྷ໕ၨ
Ⴖጁ༺ዅᆫሽ༺ዅᆫጏ๐
അ၉ఁဇጄྦചၡધਜ਼ച႞෮ചၮᅰોᅍച༘
ิၦ૯ઁ໕ōᇯೡ༺ဋલౘધਜ਼ച௴ይ೩༺ᆊၿၡ
ધਜ਼ചചิືዾઇၦఋ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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႖ໞઢ႕ၨઁ໕ෟ๗༺
࿕ᅰิၦ૯ઁ໕

ໞઢ ੭ჰᆖዽิၦ૯ઁ໕ၔ
႖ໞઢ႕ၨ࿕ᅰၦఋይച႟ቼႁဴႮ
ఐຫፎશ൘ၦ്ૺଆხຫ࿕ၡ
႖ఎઢઃᆵิၦ૯ઁ໕ၡிዻဨ௴
൘ၨႜ෦ધၰఋხਜ਼ઁ໕ၡ໓
ၴചක౷ຫፂ႕ૺ༜႕ጹઠ
႕႞౹ၕᆅષ႕ၒചધዻ௴ጡཅ
႕ၦધᅙၭၰ௴ႚ૱෮ངၕધ੮౹
႞ྦዻધၰఋ
•

민간 및 공공 건물:ሳዼોෟఝ
ዼบဴጭቊຫඳཇઁමઠૺၿ
લጃોૺશ౾

• 토목:ചᅪෟጃൢၨይೡૐ

53,474 명

Ⴎමฟጁ႕ቔඛይച႟ቼ
• 에너지



및 서비스:ஞხ൫ၨይೡ
ಀხቀቼဲሙલલႮ႖ૺ
ხఁ࿌ൟૺፎხఁ࿌ൟૺઢ
ხఁ࿌ൟ໕๗ຫፎશ൘

총직원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사업: ોቛ ၨይೡ ༺ዅᆫ ෟ
ೢགྷ໕ጃൢხ౾ၡશ൘ෟ
ဪဧ౾

• 양허

상세 정보:

www.bouygues-construction.com
@Bouygues_C

2013년의 수치는 IFRS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매출액

경상영업이익

단위: 십억 유로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11.1

11.7

5.1

5.8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437
277

335

254

3.9%
2.9%
6.0

5.9

2013
ႁᅧ൘

2014

2013
ႁᅧ൘

2014

2013
ႁᅧ൘

2014

• ႞ิබ
• ይ೩༺
순현금
단위: 십억 유로, 12월 말 기준

3.0

2013
ႁᅧ൘

지역별 수주잔액

수주잔액

2.9

2014

12월 말 기준

단위: 십억 유로, 12월 말 기준

17.8

18.1

2.7

2.6

6.2

6.8

8.9

8.7

2013

2014

• ஶၦື๗თ
• fஶ๗თ
• ஶၦዻ๗თ

5%

4%

21%
49%

21%

• ይ೩༺
•၉ഀይ೩༺႞ဘ
• ྤགྷྤෟთ

• ුఝെ
• ྤይ൘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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ይ೩༺ิຮ੭෧ၡ໓
ၴิၦ૯ิຮ

ิၦ૯ิຮၔீ຺ิຮิබၡ
႖බໜᎅၮ࿌གྷ੭෧ဪဧຫ࿕ၴ
ചၡၮხલધᎁዻધၰఋิၦ૯
ิຮၔ ხਜ਼෧႖ၕ ၁ዽ ጡཅ
ધၡૺ༜എෟઁᆔધ੮ൢႯ
თ႙ၕౠ႖ၕૐຫዻધၰఋ
ሳ ᆊᅾ ૐၮၴ౹ ཇ
ረဪ ෟ ੭ၨሳ თ႙ၕ ౠ
"ቼ൘თ"ၡዅხఉ

부동산: "ሿሠ" ෮ངၡ ઁම
ஞხແຮઁම/ZMMV7NNQKM®ૺႰ
ຫඳཇઁම൘කసൟ:MPIOZMMV®

• 기업

•

지구 조성:ූ౹ၡາၡჲၕ႞ધ
ዻ௴ གྷઢፃ ๗༺ ੭෧ ይച
႟ቼჰጌགྷხၴᅰხဴ=ZJIV-ZI®

1,968 명
총직원수
2014년 12월 31일 기준

• 주택:

• 국제부문:ญૺወೣකചᇬ

ჰᆖ

상세 정보:

www.bouygues-immobilier.com
@Bouygues_Immo

2013년의 수치는 IFRS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매출액

경상영업이익

2,510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단위: 백만 유로

2,775

382

655

2,128

2,120

2013
ႁᅧ൘

2014

단위: 백만 유로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178

174

7.1%

6.3%

2013
ႁᅧ൘

2014

101

102

2013
ႁᅧ൘

2014

࿕ิຮ
•ૺຫඳཇෟື࿕ဧิຮ
• ሳ

순현금

주택

단위: 백만 유로,
12월 말 기준

271
203

2013
ႁᅧ൘

예약매물

단위: 예약매물

2014

10,963 11,776
4,101

4,670

6,862

7,106

2013

2014

• ฟ༘྾
• ੭ถఎ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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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유로

2,080
236

2,489
603

1,844

1,886

2013

2014

• ૺ࿕ิຮຫඳཇෟື࿕ဧ
ิຮ
• ሳ

ોቛၨይೡิබၡໞઢ
႞ၩૺ࿕ᇯೡ༺

ᇯೡ༺௴ ોቛ ၨይೡ ઁ໕ ෟ ຫፎ
શ൘ิබၡ൘ధຫၦఋໞઢఝെ
੭ၦືჰᆖዻຫ࿕ၕኼ
ᆳધၰ௴ᇯೡ༺௴ኻ൘ዽોቛ
གྷጷጹઠึၡ႞ิၚዻૺ၁
ጄ൯ஶൢઁၡၦືၡલຫགྷ
લዽఋᇯೡ༺௴ವዽఝิึၡၴຫ
ຫ࿕ิබશഏၴႁແຮෟႁጺဧ
ຫ࿕ዻધၰఋ
•

႖ဧி໓ቼೱ်ၦ༺ઁ໕ቔ
ඛૐႮමઁම

59,682 명

 ઁᆔၴႁແຮႁጺဧෟን൯"ફႁ
၉႞ႚጁ႞ᇬኑႁഅුᇮᅯ

총직원수
2014년 12월 31일 기준

• 전문분야:ᅪ໕ઢხఁ࿌ൟઁ

໕അၩੵጹຫፎશ൘෮༘ႜ၉
ૺ႞ዜን൯ചཅጭྦ႖ኒ
ၦይೡၨ

도로:ചધചલጃጺച
ጃൢෟමዯዉઁ໕ෟશ൘
གྷઢፃഅ႔໕๗Ⴎໜఝთોቛ

상세 정보:

www.colas.com
@GroupeColas

2013년의 수치는 IFRS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매출액

경상영업이익

단위: 십억 유로

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단위: 백만 유로
a

604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12.8

12.4

5.4

5.8

390
332
312
3.0 %

7.4

6.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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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බ
• ይ೩༺
수주잔액

지역별 매출액

사업부문별 매출액

단위: 십억 유로, 12월 말 기준

7.1

7.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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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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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1은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그룹이다. 특히 프랑스 제1의 무료
텔레비전 방송국 보유사인 TF1
그룹은 전매체상에서 독보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주요 지표

2,951 명
총직원수

22.43억 유로

(- 9 %)

매출액

1.43억 유로

(- 36 %)

경상영업이익

2014년 TF1은 프로그램 전부문에서 프랑스 100대 최고
시청률 중 95 건을 기록하였다. 시트콤
<우리 이웃(Nos chers voisins)>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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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TF1 그룹은 높은
시청률을 유지함으로써
프로그램 및 디지털 혁신
전략이 유효적절함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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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청률

2013년의 수치는 IFRS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단위: 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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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영업이익

I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최고의 TV 시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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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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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분
순이익

4 개 공중파 채널
프로그램 편성 비용

단위: 백만 유로

사회 유대 진흥

단위: 백만 유로

413a

!

!!J

사회연대 사업의 총 가치(TF1 그룹
방송국들이 기부한 방송 시간, 재단,
금전 기부 등의 가치 환산)

3550만 유로
2014년

137

2013
ႁᅧ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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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와의 대화
TF1 그룹의 공중파
채널 시청률 점유율a

TF1 그룹의 공중파
채널 시청률 점유율a

단위: %

단위: %

4 세 이상 개인

구매를 책임지는 50 세 이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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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SNS 상의 팬과 팔로어 수

3000만 명
2014에는 2013년
대비 1000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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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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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자통신의 주요 사업자
부이그 텔레콤은 1996년 창사
이래 더 많은 이들이 디지털 발전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2014년 주요 지표

8,817 명
총직원수

44.32억 유로

(- 5 %)

매출액

-6500만 유로
영업이익

1350만 명
고객수

2013년 말 4G 서비스 개통 시 므동(오-드-센느 지방)에 위치한 부이그
텔레콤의 테크노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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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이그 텔레콤은
개인 고객, 전문직 및 기업
고객들의 새로운 통신
사용 형태와 요구사항에
적합한 공세적 전략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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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고객 1110만 명, 유선 고속
인터넷 고객 240만 명.

•

넓은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접근성ၒ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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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ረਜ਼ዜჲၕၨႜዻ௴ 고성능 유무선

통신망.
• 단 순하면서도

매력적인 모바일 및

유선 요금제.
• ၡધ੮ືకဴෟን൯ဴ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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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적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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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13년의 수치는 IFRS 11 기준 적용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여 재처리하였다.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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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영업이익
단위: 백만 유로

3월

4,432

경상영업이익률(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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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지분 순이익
단위: 백만 유로

환경

현금흐름 창출
단위: 백만 유로

797

785 739a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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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고속 인터넷 고객
단위: 천 명,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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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고객
단위: 천 명,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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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그 텔레콤의 4G 커버리지가
제공되는 프랑스인 비중, 즉 4500
만명
ஶဵၩૺაይ೩༺มቔ

기업부문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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ఎૺ༘ ໜၿዻఋ

네트워크 공유
ஶဵิၦ૯ቊഅᇰ;.:ၔ࿅ຫၡකၩႚ
ቼဲሙၩิલ၉ዻૺചዽጥႜၕ෧ፉዻ௴వၦ௴
ይ೩༺ၨૐ ၡᇑ൘ხጄఙౘఋધ੮౹ధဩႹ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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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스톰의 전략방향 재수립
ஶဵၩྩ༺ቘၦຫፂ௴
႞ஞၩആቼ൙ၦྩ༺ቘၡஞხ
ิබၕᆊႶጸႜਜ਼ગ
ൢ၉ചၨ༘ዻધྩ༺ቘၔ႞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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ஆྤይ൘ᆽલጷၡોဘᅍ
༘ဉၦဉઢౘ ஶၡຫፎશ൘
ෟແຮલၿ໕ઢઢ྾၉ച
ྩ༺ቘຫືᆊఝၡ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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ᆽረ്ᆊᅾၡሿሠ෮ངቼೱ်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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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그 그룹
본사
32 avenue Hoche
75378 Paris cedex 08 - France
전화: +33 1 44 20 10 00
bouygues.com
트위터: @GroupeBouygues

부이그 부동산

콜라스

มຫ

มຫ

มຫ

Challenger
1 avenue Eugène Freyssinet - Guyancourt
78061 Saint-Quentin-en-Yvelines cedex
France

3 boulevard Gallieni
92445 Issy-les-Moulineaux cedex
France

7 place René Clair
92653 Boulogne-Billancourt cedex
France

႖ጷ" +33 1 55 38 25 25
bouygues-immobilier-corporate.com
ቼ၁ሽ" @Bouygues_Immo

႖ጷ" +33 1 47 61 75 00

႖ጷ"+33 1 30 60 33 00
bouygues-construction.com
ቼ၁ሽ" @Bouygues_C

TF1

colas.com

ቼ၁ሽ" @GroupeColas

부이그 텔레콤

มຫ

มຫ

1 quai du Point du jour
92656 Boulogne-Billancourt cedex
France

37-39 rue Boissière
75116 Paris
France

႖ጷ" +33 1 41 41 12 34

႖ጷ" +33 1 39 26 60 33
corporate.bouyguestelecom.fr
ቼ၁ሽ" @bouyguestelecom

groupe-tf1.fr
ቼ၁ሽ" @TF1Corporate

부이그 그룹 인터넷 및 인트라넷 사이트에서 추가 자료(슬라이드, 동영상,
기타 자료)가 있는 인터액티브한 기업개요를 만나실 수 있으며,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갖춘 태블릿으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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