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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가치추진실

2

안전경영처

업무계획(4월)

업무계획(4월)

 청렴BJ 시즌2「탁대리TV(가칭)」사내방송 개시(4.13)

 레질리언스 중장기 과제추진을 위한 TF 구성(안)보고(4.21)

〇 인권ž윤리 웹드라마와 토크쇼 방영(매월 2ž4주 화요일)
- 정규방송 개시 전 예고편 방영(탁대리 소개 및 청렴송 뮤비 4.6~)

 ˊ21년도 1분기 기재부 통합공시 시행(4.1~9)
〇 대상: 기관현황 등 정기공시 24개 항목(52개 세항목)

〇 목적: 레질리언스 22개 전략과제 추진 및 이행관리
〇 내용: 안전전문가그룹 구성 및 중장기과제 수행

 2021년도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및 관리대책 수립(4.20)
〇 해빙기 대비 사업소별 붕괴 등 취약요소 발굴 및 대책 수립

〇 주의사항 등 담당자 1:1교육 및 모니터링으로 오류 방지

3

해외사업처

- ‘응급조치', ‘중·장기조치'로 대책 수립후, 위험개선활동 지속 추진

4
업무계획(4월)

그린뉴딜사업처
업무계획(4월)

 스웨덴 클라우드 241MW 육상풍력 발전사업 투자집행  신재생 설비 안정운영을 위한 기술교류회 시행계획 수립(4.10)
〇 해외 직접투자신고 및 유럽투자승인(EUMR, 4.23)

〇 '20년 실적, '21년 주요 계획 / 사업소 운영담당자

〇 투자금 납입(→KOWEPO Europe, 4.30)

 해외사업장 주요업무
〇 (사우디 ROMCO)2021년 자본예산 집행항목 작업요청서 검토(4.2)
- 가스열교환기 열소자 개선 등 20항목

 부안 99㎿ 수상태양광 공모사업 MOU 체결(4.9)
〇 제안서 작성, SPC 구성, 참여사별 역무 상호 협력방안
〇 현대건설, 성호건설, LS Electric 컨소시엄

전사 경영관리회의('21.4)

5

기획처

6

관리처

업무계획(4월)
 '21년도 제4차 이사회 개최(4.28)
〇 일시/장소: 4.28(수) 14:00 / 발전공기업협력본부(화상회의)

업무계획(4월)
 '20년도 법인지방소득세 및 '21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〇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건축물면적, 인원 기준) 및 신고(4.30)
〇 부가세: 사업장별 신고(4.14), 총괄납부사업장(본사) 신고 및 납부(4.24)

〇 안건: 영월에코윈드 46.2MW 육상풍력 건설사업

 사내교육 활성화를 위한 e-러닝 콘텐츠 제작지원 시행
 내부회계관리 운영시스템 사전 교육 및 테스트(4.14)
〇 전사 내부회계 담당자 집합교육 및 시범 테스트 시행

7

정보보안처

〇 (목적) 비대면 교육콘텐츠 개발 및 자기주도 학습 지원
〇 (내용) 강사료 및 영상제작 직접 소요비용 지원(신청 접수: 4.9까지)

8
업무계획(4월)

 사내 홈페이지 메인화면 개편 계획 수립(4.19)
〇 구식화('10년)에 따른 개편 추진(웹UI, 개발언어 등)
〇 와이드 화면구성, 스케쥴 기능 등 사용자 중심 개편
 '21년도 산업부 기술보안 감사 대비 자체평가(~4.30)
〇 회사 산업기술보호기준 제정 및 수검대상 범위확정
〇 지표별(3분야 11개) 증빙자료 확보 및 대응방안 마련

감사실
업무계획(4월)

 익명신고제도에 대한 현업부서 인지도 설문 시행(4.15)
〇 목적: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직원 인지도 측정 및 의견 수렴
〇 계획: 신고채널 접근방법, 보호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운영지침 개정(4.30)
〇 내용: 처리절차, 보상금 차액지급 등 개정사항 사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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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운영처

10 디지털뉴딜사업처
업무계획(4월)

 발전기술원 설비점검 개선방안 수립(4.28)

업무계획(4월)
 2021년도 사업소 품질심사 계획 보고(4.16)

〇 M&P 센터 연계, 발전기술원을 활용한 과학적 설비점검 시행

〇 목적: 사업소 품질프로세스 준수여부 점검 및 개선점 발굴

〇 Log Sheet 기록횟수 축소(3→2회), 정밀 진단장비 및 조기경보 활용

〇 기간: 군산(5.6~7), 태안(5.11~13), 서인천(5.20~21), 평택(5.26~27)

「Korea Smart Grid EXPO 2021」행사 참석(4.7~4.9)

 전사 Digital Transformation 교육계획 수립(4.15)

〇 장소/기간: 코엑스/4.7(수)∼4. 9(금) 주최/주관: 산업부/SG협회

〇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 및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〇 행사내용: 탄소포집 기술, 신재생E, 스마트발전소 기술 홍보 등

〇 서부발전,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삼성멀티캠퍼스 공동개발

11 건설처

12 태안발전본부
업무계획(4월)

 김포열병합 건설사업

업무계획(4월)
 IGCC 계획예방정비공사 추진계획(안) 수립(4.21)
〇 종합공정표 작성(4.16), 하도급승인(4.23), 종합회의(4.29)

〇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시행(4.5, 산업부)
- 소음방지설비 계획변경관련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제출

〇 동시다발 고위험작업 안전감시자 배치 등 안전·보건관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소내 봄꽃 사진전」공모(4.7)
〇 목적: 내·외부 고객 정서적 안정 도모 및 직원 사기 진작

〇 가압장, 폐수처리장등설계안전성검토서제출(4.16, →국토안전관리원)

〇 기간: '21.4.7~4.30/ 대상: 태안발전본부 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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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택발전본부
업무계획(4월)
 출자사간 Co-Maintenance 기반 구축 MOU 체결(4.26)

14 서인천발전본부
업무계획(4월)
 1호기 C급 계획예방정비공사 시행(3.29~5.7)

〇 대상: 본부, 신평택발전(주), 동두천드림파워(주)

〇 서보밸브, 전송기, 스위치 등 GT 현장제어설비 점검 및 교정

〇 주요예비품 공동 운용(구매·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 등

〇 GT 연소기 GE社 현장 기술전문원(TA) 튜닝 실시

 기력 #1 계획예방정비공사 안전진단 및 교육 시행

 고압전동기 원격절연저항 측정시스템 설치(4.3)

〇 일정: 4. 6~4.7(사전), 4.27~4.29(현장) / 예방안전부(본사)

〇 대상: 1,2호기 고압전동기 14대

〇 내용: 서류진단·보완, 작업공정별 잠재 위험 도출 등

〇 케이블 포설 및 결선, 현장 측정판넬 설치 및 Test

15 군산발전본부
업무계획(4월)
 증기터빈 장기무고장 운전(LTTF) 6배수 달성(4.23)

16 김포건설본부
업무계획(4월)
 발전소 제3차 건축허가 취득(4.30)
〇 취득건물: 종합사무실, 수폐수처리건물,보조보일러건물, 서비스가스창고(4개동)

〇 72,000시간 운전 달성 예정(3.15 현재, 71,221시간 달성

 수폐수처리 건물 및 오폐수처리시설 가시설 공법 검토(4.15)
〇 재래식 Strut, IPS 가시설 공법 등 현장여건 반영한 적용 가능 공법

 화재발생 초동조치 대응훈련 시행(~4.30)
〇 일근부서 및 교대근무자 대상(소화기, 소화전 사용 등)

 공업용수관로공사 인허가 업무추진(계속)
〇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목적 외 사용 관련 협의 ↔ 농어촌공사
〇 (도달구) 철도시설보호구역 행위 관련 사전협의 ↔ 공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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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부발전연구소
업무계획(4월)
 사전 예방중심 전사 기술지원
〇 OH 대상설비 종합정밀진단 시행(태안#10, 평택#1, 서인천#1, 250MD)
- 고장정지 사전 예방을 위한 핵심설비 사내·외 전문가 합동진단
〇 평택2복합 A급 계획예방정비 후 주기성능시험(4.13~14)
〇 신평택 #2 GT 주변압기 내부정밀점검 기술지원(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