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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REPORT

한국서부발전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경제, 환경, 안전, 사회적 책무, 기업문화 이슈를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략체계, 추진 내용 및 성과, 향후계획을 수록하였습니다. 
정량적인 성과는 변화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3개년(2017-2019년) 데이터를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기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핵심기준(Core)에 따른 보고

 보고 경계
한국서부발전 본사 및 4개 발전본부(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해외사업소

 보고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기준 (2020년 상반기 성과 일부 포함)

 보고 주기
격년 보고 (지난 보고서 발간 : 2018년 9월)

 보고 검증
제3자 독립검증 (검증기관 : 한국경영인증원)

 보고서 문의처

GRI 102-54

GRI 102-46

GRI 102-50

GRI 102-56

GRI 102-53

GRI 102-51, 102-52

한국서부발전 미래전략실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Tel  041-400-1211
E-mail  rokkan1@iw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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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2020년 8월

한국서부발전㈜ 사장 김 병 숙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기업으로서 경제, 사회, 환경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을 위한 국제 규범과 원칙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8번째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알려드리고 더 큰 성장을 위한 
다음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습니다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한국서부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문가와의 
협업 강화 및 딥러닝 기반의 4차산업 신기술 도입 등 발전설비 운영능력을 고도화하여 최고의 설비신뢰도를 달성하고, 연료수급 
전단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유연탄 조달 경제성 제고와 수급 안정화 등 기본 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3025 로드맵을 수립하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수소생산 사업화 기반을 확보하여 친환경 수소에너지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UN이 인정한 농업, 산림, 중소기업, 건물 분야 외부감축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원별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이행하며 발전부산물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 최우선 경영 업무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위험지역 
점검과 함께 신속한 현장 위험요소 개선, 미숙련 근로자 단독작업 금지,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안전관리의 틀을 깨고 더욱 고도화된 
안전체계·문화를 만들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발전소 현장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로 국민행복을 창조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당사가 지닌 핵심역량과 보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체의 발전과 포용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중심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확대를 위한 발전기자재 국산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 지역사회 니즈에 부합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행복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2018-2019년 한국서부발전의 노력을 담은 이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를 높이는 소통의 채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최고를 향한 열정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GRI 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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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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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한국서부발전은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입니다. ‘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의 비전 
아래 에너지를 통해 국민행복을 창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 경제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자산(연결 기준)

10조 4,825억 원

설비용량

11,338MW

매출액(연결 기준)

4조 4,686억 원

전력거래량

44,244GWh

KOWEPO Vision 2030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온 한국서부발전은 외부환경 및 시장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고자 ‘KOWEPO Vision 2030’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국민에게 보다 좋은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를 통해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회사 개요

회사명 한국서부발전(주) 

법인형태 주식회사

설립일 2001년 4월 2일

사장 김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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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생산품목 전력

자본총계 3조 8,381억 원

주주구성 한국전력공사 100%

임직원 수 2,505명

조직도

2001

한국서부발전 설립

2017

태안화력 9, 10호기 준공

2004

사회봉사단 창단

2018

태안 IGCC 준공

 2013

발전사 최초 CTS 재인증

2019

서인천 연료전지 3단계 발전설비 준공

2015

한국서부발전 본사 태안군 이전

(2019.12.31. 기준)

GRI 102-1, 102-2, 102-3, 
102-5, 102-7, 102-10

주요 연혁

비전
목표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한다기업
이념

경영
목표

핵심
가치

비전
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기업)

전략
방향 안정적 수익 창출 신성장사업 확대 친환경·안전 발전운영 사회적 가치 구현 선도

최고를 향한 열정 성장을 위한 도전 생명·안전의 존중 상생을 통한 신뢰

발전사 Premier Top 1. 달성 Global Standard 달성

국내화력 설비용량
14,453MW

국내화력 매출액
6.9조 원

국내신재생 설비용량
6,112MW

해외발전사업 매출액
1.3조 원

신사업 매출액 0.4조 원

미세먼지 저감률 88%

온실가스 감축률 33%

산업재해율 0%

지역사회 만족도 99점

일자리 창출 7,007개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청렴도평가 1등급
사업금융부

기획처 신재생사업처관리처 보안처 해외사업처 발전운영처 발전기술처 건설처

사업본부

국정과제추진실 안전품질처

상임감사위원

감사실

사장

태안
발전본부

평택
발전본부

서인천
발전본부

군산
발전본부

김포
건설본부

장흥
풍력건설소(T/F)

해외
사무소

서부발전
연구소

기획관리본부 기술안전본부

SUSTAINABILITY REPORT 2020KOWEPO INTRODUCTION 0908



사업 주요성과 국내 최초 수소생산 사업화 기반 구축
2019년 11월

「국회 4차산업혁명 컨퍼런스」

스마트기업 리더상 수상
2019년 8월

「친환경 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2019년 7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발표
2019년 12월

발전사 최저, 역대 최저
산업재해율 0.05% 달성

2019년

공기업 최초, 신규 중소기업 지원
발전기자재 국산화 현장설명회 개최

2019년 10월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취약계층 일자리 부문 대상
2019년 9월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식 개최 
2019년 12월

지속가능경영가치 창조

GRI 102-10

※ 104~105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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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태안발전본부 서인천발전본부평택발전본부 군산발전본부

한국서부발전의 심장 
태안발전본부는 한국서부발전의 핵심발전소로 회사 발전설비의 57%에 
해당하는 6,470.8MW 용량과 최첨단 자동제어설비를 갖춘 화력발전소입니다. 
ISO14001 및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전국 화력발전소 중 최초로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발전소로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옆에 두고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에너지의 
주역으로 460만m²의 부지 위에 환경친화적인 발전운영을 통해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발전소의 모범 
서인천발전본부는 대기오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입니다. 가스터빈 발전기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정지할 수 있는 최첨단설비로 전력수요 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친환경 발전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인 영종대교 
옆 31만m2 부지에 자리잡은 서인천발전본부는 kW당 약 50만 원의 
저렴한 건설비로 1992년 11월에 준공되었고, 1993년 11월에는 미국의 
유명한 전력관계 잡지사(EPI)가 선정한 “올해의 발전소”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도권 최대의 허브 발전소
1980년 기력발전 1호기 준공과 함께 안정적 전력생산으로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온 평택발전본부는 1,400MW 기력과 869MW 
복합화력 등 총 2,280.2MW의 발전설비를 갖춘 수도권 최대의 허브 발전소 
입니다.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력발전과 복합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설비운전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환경설비(탈질설비)를 갖춤으로써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공원형 발전소
군산발전본부는 2004년 군산화력 폐지 이후, 2010년 동일 부지에 최신형 
발전설비를 갖춘 친환경 복합발전소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의 인구밀집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철저한 환경 관리와 청정연료의 
사용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개방형 테마공원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함께 함으로써 도심 발전소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최신기종(G-Class)을 적용한 가스터빈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발전효율을 
갖추고 있으며, 총 751.6MW 용량으로 전북지역 전력수요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준공년도

1995 ~ 2018년도

발전연료

유연탄(석탄), 소수력, 태양광

설비용량

발전기 수

1992 ~ 2020년도

LNG, 연료전지, 태양광

1980 ~ 2018년도

LNG, 태양광

2010 ~ 2017년도

LNG, 태양광, 풍력

GRI 102-2, 102-4, 102-6

화력 6,100.0MW

신재생 370.8MW

화력 10기

신재생 11기

준공년도

발전연료

설비용량

발전기 수

준공년도

발전연료

설비용량

발전기 수

준공년도

발전연료

설비용량

발전기 수

화력 2,268.5MW

신재생 11.7MW

화력 1,800.0MW

신재생  57.9MW

화력 718.4MW

신재생 33.2MW

화력 5기

신재생 7기

화력 8기

신재생 6기

화력 1기

신재생 6기

발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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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김포열병합발전소 태안제2소수력발전소장흥풍력발전소 서인천연료전지발전소화성남양연료전지발전소 철도시설공단 의왕연료전지발전소

TYPE
CAPACITY

POLE
VOLTAGE
CURRENT

POWER FACTOR
EFFICIENCY

INSULATION CLASS
SPEED

ROTATION DIRECTION

Induction Generator
2,500kW
10
3,300V
526.8A
85%
96.2%
F
728rpm
Clock Wise

GENERATOR TURBINE
TYPE

HEADS

DISCHARGE
SPECIFIC SPEED

EFFICIENCY
RUNNER BLADE

RUNNER DIAMETER

Pit Kaplan
Max. Head - 6.485m
Rated Head - 6.485m
Min. Head - 2.000m
43.17m³/s
588m.kW
93.5%
4ea
3,200m

Coupling

Gearbox

Shaft

Bearing

Guide Wheel Runner Chamber

Runner Vane

Runner Cone

Runner Hub

Guide Vane

Guide Vane Lever

태안 9,10호기 제2소수력 수차발전기

수도권에 전기 및 김포지역에 열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기 위한 한국서부발전 최초의 집단 
에너지사업으로써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열병합발전소는 
510MW급 전기와 281Gcal/h의 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발전소가 가동되면 수도권 50만 
세대에 전기를, 김포 7만 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까지 
대폭 늘려 전체 발전량의 25%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2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2017년부터 냉각수 배수로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설비인 태안제2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가동되면 탄소배출 감축과 더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그린뉴딜 
정책 및 회사의 RPS1) 이행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흥풍력발전소는 
전남 장흥에 설치될 풍력발전설비로 2021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발전소가 준공되면 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서인천연료전지발전소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맞춰 친환경 고효율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신에너지원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서인천연료전지발전소는 현재 4단계까지 준공(총 
56.24MW)하여 상업운전 중이고 5단계가 202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인천연료전지발전소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인천지역 안정적 전력 및 열 
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 성남양연료전지발전소는 한 국서부발전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부응하고 수소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새롭게 추진 중인 연료전지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효율 청정에너지원 
으로써 화성지역 전력공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의왕 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과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시설공단 의왕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왕연료전지 
발전소는 철도시설공단의 국유부지를 활용한 
공공기관간 협업 모범 사례로서 2021년 6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비용량

전기 510MW

열 281Gcal/h

설비용량

5MW

설비용량

18MW

설비용량

20.24MW

설비용량

20.24MW

설비용량

9.9MW

건설기간

2020년 하반기 
 ~ 

2023년 6월

건설기간

2017년 7월 
~ 

2020년 11월

건설기간

2020년 3월 
 ~ 

2021년 7월

건설기간

2020년 7월 
~ 

2021년 7월

건설기간

2020년 5월 
~ 

2021년 4월

건설기간

2020년 6월 
~ 

2021년 6월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일정 용량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전기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일정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신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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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해외사업
한국서부발전은 국내에서 축적한 발전소 건설 및 O&M(운영·정비)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연료 확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인도 마하라쉬트라 가스복합 발전

사우디 라빅 중유 발전

모잠비크 마푸토 가스복합 발전

스웨덴 클라우드 풍력 발전

핀란드 아담스 풍력 발전

네팔 바룬 수력 발전

인도네시아 해상 선적터미널

호주 배너튼 태양광 발전

호주 물라벤 석탄광산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대만 타이동 태양광 발전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 발전

미국 KEC 가스복합 발전

칠레 오에스테 태양광 발전

인도네시아 바얀 석탄광산

베트남 바이방 열병합 발전

라오스 푸노이 수력 발전

  운영        개발

사우디 라빅 중유 발전
O&M

1,204MW

인도 마하라쉬트라 가스복합 발전
발전투자

388MW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 발전
발전투자, O&M

410MW

핀란드 아담스 풍력 발전
발전투자

73MW

호주 배너튼 태양광 발전
발전투자

110MW

호주 물라벤 석탄광산
자원개발

1,600만톤/년

인도네시아 바얀 석탄광산
자원개발

3,000만톤/년

인도네시아 해상 선적터미널
자원개발

800만톤/년

미국 KEC 가스복합 발전
발전투자

632MW

모잠비크 마푸토 가스복합 발전
발전투자, O&M

1,000MW

베트남 바이방 열병합 발전
발전투자, O&M

25MW

라오스 푸노이 수력 발전
발전투자, O&M

728MW

네팔 바룬 수력 발전
발전투자, O&M

132MW

대만 타이동 태양광 발전
발전투자, O&M

32MW

칠레 오에스테 태양광 발전
발전투자, O&M

60MW

스웨덴 클라우드 풍력 발전
발전투자

241MW

호주 바이롱 석탄광산
자원개발

360만톤/년

      해외사업 운영현황       해외사업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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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신재생사업
한국서부발전은 친환경 전원으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해 발전공기업으로서 대규모 신재생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자,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3025 달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3025 달성 로드맵

(단위 : MW)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계획 

6,112

449
490

1,114

3,437

5,251

태양광

40

풍력

34

연료전지

12

기타*

14

신재생사업 운영현황
(2020.6.30. 기준)

태양광

47.175MW

(28개소)

풍력

16.00MW

(1개소)

연료전지

61.965MW

(5개소)

기타(IGCC, 소수력)

348.5MW

(2개소)

* 기타 : IGCC, 소수력

(단위 : %)
2030 신재생에너지 설비구성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기타

2018 2019 2020 2022 20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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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가치창출 
프로세스

INPUT VALUE OUTPUT VALUEBUSINESS ACTIVITIES

재무가치

자산 10조 4,824억 원

부채 6조 6,443억 원

자본 3조 8,381억 원 

생산가치

설비용량 11,338MW

발전량 46,481GWh

유형자산 8조 8,317억 원

환경가치

총 환경 투자비 91,647백만 원

환경부문 운영비 176,216백만 원

환경부문 개발비 1,113백만 원

혁신가치

무형자산 보유(산업재산권) 396건

연구개발 투자 121억 원

연구개발 인력 23명

인적자원 가치

임직원 수 2,505명

1인당 교육훈련시간 118.84시간

1인당 교육훈련비 2,596천 원

사회적 가치

기부금 80억 원

봉사활동 인원 1,982명

봉사활동 시간 36,006시간 

재무가치

매출액 4조 4,685억 원

협력사 분배 4조 2,052억 원

임직원 분배 2,597억 원 

생산가치

송전량 43,464GWh

전력거래량 44,244GWh

발전 점유율 9.00%

환경가치

온실가스 감축량 197만톤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69.6%

폐기물 재활용량(비율) 33,946톤(79%)

혁신가치

5대 핵심기술 개발이행률 19.7%

산업재산권 등록 36건

일자리 113명

인적자원 가치

여성 인원(비율) 303명(12.1%)

교육만족도 79.4점

노동조합 가입자수 
(기업 비율)

1,734명(97.3%)

사회적 가치

청소년 진로교육, 노인 일자리 창출, 지역 화훼농가 
판로 구축 등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역사회 만족도 86점

1
전략기획

정부의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원개발계획 수립

2
발전소 
건설

발전소 건설 지역의
환경영향 평가 및 공청회

진행 후 발전소 건설

3
자원개발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연료 구매와 운송절차 진행

6
배출관리

대기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책임 있는 처리

4
발전

수급된 연료공급 및 발전운영을 통한
전력생산 등 발전사업 수행

5
설비관리

노후 화력발전소 보강 및 
주요설비 고장 예측

(2019년 기준)

GRI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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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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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한국서부발전은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장과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도입하여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이 2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이사회 활성화 추진
한국서부발전은 이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담 지원조직인 이사회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상임·비상임이사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이사회 정보시스템(E-BOD)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경영현안과 전력산업 동향에 대한 자료를 비상임이사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이사회운영지침서’ 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의결사항
이사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사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
이사회 상정 안건의 주요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전문위원회는 전문성, 직무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임이사 2~3인과 상임이사 1~2인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 사업성과 및 회계에 대한 감사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3인의 감사위원 중 2인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 중 1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분 직위 성명 성별 주요경력 임기

상임이사

사장 김병숙 남  • 울릉도친환경에너지자립섬㈜ 대표
 • 한국전력공사 신성장동력본부장 2018.03~2021.03(3년)

상임감사위원 최향동 남  • 에너지밸리포럼 운영위원
 •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 소장 2018.09~2020.09(2년)

기획관리본부장 송재섭 남  • 한국서부발전 신성장사업단장
 • 한국서부발전 기획처장 2018.06~2021.06(3년)

기술안전본부장 최용범 남  •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장
 • 한국서부발전 발전운영처장 2020.06~2022.06(2년)

비상임이사(이사회 의장) 윤상용 남  •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외협력본부장
 •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장 2018.05~2020.05(2년)

비상임이사 박영종 남  • KPO 명강사협회 부회장
 • 대전대덕우체국 국장 2018.05~2020.05(2년)

비상임이사 이귀옥 여  •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학회장 2018.11~2020.10(2년)

비상임이사 박시영 남  •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 케이스탯리서치 이사 2018.11~2020.10(2년)

비상임이사 천행관 남  • 광주상공회의소 감사
 • 이촌세무법인 광주지점 대표세무사 2019.10~2021.10(2년)

연도 구분 안건번호 안건명

2018년

안정적 수익 창출 의결 제41호 신평택복합 O&M사업 추진계획(안)

신성장사업 확대
의결 제1호 호주 배너튼 110MW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안)

의결 제28호 서인천 4단계 22MW 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기본계획(안)

사회적 가치 구현 선도 의결 제31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 출자(안)

2019년

안정적 수익 창출 의결 제19호 김포열병합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신성장사업 확대

의결 제2호 군산발전본부 1단계 15MW 연료전지 발전사업(안)

의결 제29호 서인천 5단계 20MW 연료전지 사업시행계획(안)

의결 제33호 해나눔 에너지펀드 출자사업 기본계획(안)

의결 제34호 해모둠 태양광 SPC 출자사업 기본계획(안)

친환경·안전 발전운영
의결 제1호 태안 7, 8번 저탄장 옥내화 사업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안)

의결 제21호 2019년도 안전기본계획(안)

사회적 가치 구현 선도 의결 제27호 2019년 대·중소기업,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구분 역할 인원
(2019년 기준)

위원회 개최횟수
2018년 2019년

전략경영위원회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검토
• 경영목표, 전략 또는 혁신에 관한 안건의 사전 검토 3 2 1

재무관리위원회
• 예산, 자금, 중장기 재무계획, 장기차입 등에 관한 사전 검토
• 발전소 건설, 출자 또는 출연 등에 관한 안건의 사전 검토
•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조정 등 부채관리계획 검토

4 10 9

윤리경영위원회 • 인권·윤리경영, 동반성장 관련 안건의 사전 검토 3 1 2

목표

지원
체계

추진
과제 이사회 운영 활성화

규정

정관, 이사회규정, 이사회운영지침서

지원조직

이사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사무국

지원활동

온라인 이사회 정보시스템(E-BOD) 운영

정보제공 확대 비상임이사 전문성 활용 강화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이사회 운영체계 개선 및 기능 강화

(2020.6.30. 기준)

GRI 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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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경영 윤리경영체계
오늘날 윤리경영은 국민의 에너지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디딤돌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서부발전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리경영 생태계 
조성, 부패 사전예방,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 신뢰도 제고의 4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윤리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리경영 선진시스템 구축
한국서부발전은 젊은이사회, Growth-Leader, 서부청원, 청렴신호등 등 신규 제도의 도입을 통해 A부터 Z까지 
전방위적으로 윤리경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글로벌수준(ISO37001)의 윤리경영 선진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실천활동
직원 윤리교육 강화 및 지역확산
사내외 전문가를 활용한 사례 중심의 계층 및 직무별 맞춤형 청렴·윤리교육 시행을 바탕으로 사내 청렴문화 정착과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분야 17개 유관기관에 「부당업무 지시 사례집」을 공유·전파하여 
공공분야 청렴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지역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청렴체험교실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고문화 활성화
한국서부발전은 레드휘슬 등 신고채널의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보안성을 바탕으로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을 최고 ‘해임’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신고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비위행위 신고 모의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부청원 도입
직원의 고충·불만 토로를 위한 소통창구 부재의 문제의식을 갖고 청렴문화 조성 및 조직 내 양방향 소통채널을 강화 
하고자, 직원이면 누구나 어떠한 주제로도 자유롭게 청원이 가능한 공식 소통채널인 ‘서부청원(West Voice)’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01

•   직원이면 누구나  
어떠한 주제로도  
청원 가능

• 동의기간 : 3주
•   찬반의견 댓글 가능 

- 의견교환과 소통

• 답변기한 : 3주
•   300인 이상 동의 답변 

- 300인 미만 답변 가능

•   답변 완료 또는  
요건 미충족시

02 03 04

2017 2018 2019

(단위 : h/인)

6.3

9.1

12.3

직원 윤리교육 실적

130건

청원건수

28건

답변건수

12건

CEO답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국제표준 인증 갱신

글로벌 수준의 
선진 윤리경영체계 
정착 및 지속 관리

국제표준 유지

선진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전파

국가 기록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행안부 장관상 수상

선진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 보강 청렴수준 진단

청렴의지 강화

•  인권위원회와 윤리위원회 통합 
(위원장→사장)

• 비위행위자 처벌 강화 및 관련 정보 공개
• 「청렴방명록」 도입·운영
• 업무시간 외 직무관련자 접촉시 사전신고

소통·신고 강화

•  「젊은이사회」 및 「Growth-Leader」 도입
- 젊은 직원과 중간관리자의 경영참여 유도

• 국민청원 벤치마킹 서부청원(West-Voice) 운영
• 전 직원 대상 비위행위 신고 모의훈련 시행

• 인권·윤리 분야 전담 사내 변호사
• 4대 폭력 대응 전담 사내 변호사
• 사외 청렴시민감사관 선임 확대(2→5명)

•  「청렴신호등」 제도 신설 및 운영
- 단위조직별 청렴수준 자가진단 시행 및 개선

• 자체 청렴도 설문 항목 개선(조사 신뢰도 향상)

취약분야
발굴

글로벌
수준 개선

중장기
로드맵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KOWEPO비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 (상급자) 솔선수범 문화 구축

• (하급자) 부패신고 활성화

• (내부) 양방향 소통 채널 강화

• (외부) 기록물 분류 및 관리 강화

• (사전) 청렴업무 기반 조성

• (사후) 비위행위 인사 조치 강화

윤리경영 
생태계 조성

부패 
사전예방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 
신뢰도 제고

• (사내) 직원 청렴교육 강화

• (사외) 협력사 민원 적극해소

2019년    Back to the Basic 2021년    Create Own Culture 2023년    Lead the Network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

부정·부패·비위 발생 Zero
청렴·윤리 대표기업 이미지 구축

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민간/공공분야 윤리경영 선도

대외 청렴 우수사례 개발·이행

윤리경영 추진성과

GRI 102-12, 102-16, 102-17, 412-2

청원등록 직원동의 청원답변 청원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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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체계
한국서부발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UN의 「기업의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GPs)」 및 「글로벌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인권기준을 
지지하며, 이를 반영한 ‘WP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여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 
받는 행복한 일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인권경영 선도기업 도약을 위한 인권경영 추진체계와 사회적 책임 관련 
국제표준(ISO26000)을 반영한 12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순환 인권 생태계 운영시스템
인권경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시행하는 선순환 인권 생태계 운영시스템을 가동하여 
인권침해 구제 및 2차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 최초로 ‘인권침해사건 상담·조사 매뉴얼’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여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분야 인권피해 구제기반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WP 인권센터 신설
회사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2019년 1월에 ‘WP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신체·언어폭력 및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 및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상담, 인권침해 사건의 접수 및 조사, 인권침해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의 공개·누설을 
엄격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WP 성희롱·성폭력 신고앱 개발(Listen2ME)
한국서부발전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피해방지·신고 앱 ‘WP 성희롱 신고앱(Listen2ME)’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피해기록 작성 Tool 제공, 전문가들이 검토한 성폭력 대응 가이드 
제시, 저장된 피해사항 신고·전송, 상습범 식별 공동신고가 있으며, 작성한 내역은 신고자 본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되어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추진성과

로드맵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 받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비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 인권경영 인식강화
• 정책 실효성 제고
• 이해관계자 소통강화

• 생명·안전 일터 조성
• 내부구성원 권리보호
• 사업파트너 상생경영
• 지역사회 공감경영

• 친환경 발전운영
• 지역친화 신재생 추진
• 해외사업 책임성 강화

인권경영
기반강화

사람중심
기관운영

지속가능
사업추진

인권경영
성과확산

• 협력사 인권경영 지원
• 인권존중 가치 확산

~ 2018년    제도 도입기 ~ 2019년    성과 창출기 ~ 2020년    가치 확산기

• 인권경영체계 수립 및 시행
• 분야별 인권영향평가 시행

• 협력업체 인권존중·지원 확대
• 계층별 맞춤형 소통채널 확대

• 전사업 인권영향평가 시행
• 유관기관 인권협의체 구성

목표 인권경영체계 구축으로 인권침해사례 발생 Zero 달성
선순환

인권 생태계

서부발전 고유의 ‘WP 인권영향평가’ 시행

•  체크리스트(21개 분야 245개 지표)  
점검시행 
- 2019년 인권경영지수1) 89.9점 득점

•  CEO주관 추진실적 점검 및  
차년도 계획수립 
- 인권영향평가 결과 등 개선과제에 반영

•   2019년 취약분야 : 협력사 근로자  
권리보호 
- 협력사와 ‘인권보호협약 공동선언’ 시행

•   한국갤럽 위탁, 익명성 기반의 설문조사 
- 비공개 상담(3건) 진행 및 피해자 구제

인권·윤리경영위원회 개최 및 실적 점검

인권영향 취약분야 도출·개선

인권보호 현황 실태조사 시행

1) 설문조사 평가분야별 응답내용을 점수화하여 인권경영 추진분야별 이행수준 산출

윤리·인권경영

WP 인권경영 선포식

WP 인권경영 선포 및 인권교육 시행

• 경영진 및 협력업체 대상 인권현황 공유 및 교육 시행(5회)
•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 강화 등 사규 4건 개선
•   인권보호 현황 실태조사 및 WP 인권센터 운영으로 인권침해 피해 

5건 구제 및 2차 피해 방지

협력사 인권보호협약 선언서

협력사 인권경영 공동추진 협약 체결

• 주요 협력사 대상 인권영향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사업 분야 협력사(8개사) 

인권보호협약 공동선언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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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체계
전사 핵심위험지표(KRI)
한국서부발전은 경영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매년 ‘전사 핵심위험지표(KRI)’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대 영역, 27개 핵심위험지표를 설정하고 위기대응 시나리오 플랜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장기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관리지표를 위험관리지표로 설정하여 재무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조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 및 비상시 리스크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19개 위험관리 실무부서로 이루어진 상시 조직은 사전적 위험 예측 및 관리를 수행하며, 
비상시조직인 위험관리위원회, 환위험관리위원회, 사업선정(실무)위원회는 분야별 위험 대응 방안을 심의·의결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
한국서부발전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인 위험관리·조기경보·경영자정보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조직과의 유기적인 
운용을 통해 위험 요인의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위험관리 기능을 수행하여 경영 
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점검 및 대응하고 있으며, 전 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리스크 관리 
의식을 전사에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
전사위험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투자 관련 리스크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해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역 분야 핵심위험지표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 환율, 회사채금리, 유연탄 단가 절감률

재무리스크

안정성 부채비율

수익성 당기순이익, 재무개선계획 이행률

성장성 매출액(전력판매수익, 해외사업)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통합 재무목표달성도

투자리스크 수익성 매출액순이익률(국내지분투자, 해외사업)

사업리스크

발전운영 고장정지율, 설비이용률, 유연탄적정재고

신재생운영 신재생발전량, RPS의무이행률

재난·안전 재난관리율, 산업재해예방노력도

정책리스크

건설 건설공정이행률(국내, 신재생)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

환경정책 미세먼지 저감률, 온실가스배출권 이행률

기술관리 5대 핵심기술개발 이행률

보안 정보보안관리수준

윤리경영 청렴윤리

구분 역할
개최횟수

2018 2019

위험관리위원회 • 전사 핵심위험 설정, 대응방안 수립 및 시행
• 100억 원 이상 자체사업, 모든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 7 11

환위험관리위원회 • 환위험관리 계획, 헷지비율의 설정 등 4 4

사업선정(실무)위원회 •  국내외 300억 이상(선정위), 미만(실무위) 합작 투자 사업의  
사업추진 여부 결정 4 5

ERM(위험관리시스템)

전사위험지표의
총괄관리시스템

EWS(조기경보시스템)

위기구간진입시
담당자에조치통보

EIS(경영자정보시스템)

주요경영관련지표의
실시간공유및모니터링

자체 심의위원회
본사 및 사업소 처(실)장

전사위험관리위원회

300억 미만 자체사업
(총사업비 기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Yes

Yes

No

No

사업심의위원회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사업선정위원회 사업선정실무위원회

이사회

사업시행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시나리오
설정

핵심지표
모니터링

대응활동
전개

위험인식

상황발생

15

24

3

GRI 102-11, 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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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소통 및 참여

이해관계자와의 스킨십 소통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직의 사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 기업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해관계자별 주요 니즈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소통을 
선도해 나가고자 국민, 임직원, 협력기업, 지역사회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다양한 스킨십 소통을 통해 
발굴한 관심 사항을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환경과 안전

지역사회

환경과 상생협력

안전과
동반성장

동기부여

임직원협력기업

이해관계자 소통노력

국민소통 
모니터단 운영

홈페이지 
WP국민제안 1번지

CEO 직접소통
(서부청원)

젊은 이사회 운영

Growth-Leader

2·3차 
수탁기업협의회

해외판로지원협의회

협력기업 직접 방문

사회적가치 추진위원회 
확대 운영

지역 기관장 협의회 
참석(매월)

주요 니즈

발전소 미세먼지 문제 관련 
능동적 피드백, 친환경 발전

 태안 안전사고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재해 재발 근절

조직 안정화 및 사기 진작

일하고 싶은 일터 구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대상
 사업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미세먼지 측정 결과 관련 

공신력 제고

지역사회 자생력 강화 등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시행

추진내용

SNS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 등 

관심정보의 선제적 공개 및 
지속적인 홍보 시행 

37회

현장위험요소 개선결과 
적극 공개

6,326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합동 공동선언 공표

노사합동 5대 분야 경영현안
 대토론회 및 화합행사 개최

CEO 메시지 수시 공유

76회

협력기업 합동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

60건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및
 수출입안전관리인증(AEO) 획득 지원

소규모 태양광사업 대상
 통합펀드 조성

발전소 주변지역 
미세먼지 모니터링 수준 강화

농어촌 마을재생사업 시행

지역거점(태안, 서산) 
공공 병원 의료서비스 질 

개선 주도

국민

임직원

협력기업

지역사회

GRI 102-40, 102-42, 
104-43, 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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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KOWEPO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한국서부발전은 사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주요 이슈를 보고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국제표준 지표인 GRI Standards, ISO26000에서 
권고하는 중대성 평가 방법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순위 분야 핵심이슈 비즈니스 영향도 이해관계자 관심도

1 경제  운영 최적화로 안정적 전력공급 4.40 4.83

2 사회적 책무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고용 3.96 3.90

3 사회적 책무  전력산업에 특화된 사회공헌활동 강화 4.46 3.36

4 기업문화  일과 삶의 균형 추구 4.25 3.13

5 경제  에너지 신사업 기반 수익 창출 및 관련 산업 선도 4.37 2.94

6 환경  온실가스 배출 체계적 관리 및 감축 노력 4.00 3.23

7 윤리·인권경영  인권 및 다양성 보호(양성평등 실천 등) 3.88 3.16

8 윤리·인권경영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체계 강화 3.22 3.45

9 환경  친환경기술 연구개발 3.55 3.10

10 안전  임직원 및 협력사 안전보건관리 3.51 3.10

10대 핵심이슈

10대 핵심이슈 선정 맵(MAP)

STEP 1

지속가능경영 이슈 Pool 도출

지속가능경영 이슈 Pool을 도출하기 위해 국제표준 지표 분석, 미디어 리서치 및 벤치마킹, 내부자료 
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고빈도 이슈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후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풀 42개를 도출하였습니다.

구분 추진내용

국제표준 지표 분석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제표준 지표 GRI Standards, UN SDGs를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요구항목을 검토하였습니다.

미디어 리서치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기사 중 경제·사회·환경 이슈  
관련 5,545건의 기사를 분석하였습니다.

벤치마킹 발전산업 분야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우수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을 통해
한국서부발전이 대응하고 추진해야 할 이슈를 파악하였습니다.

내부자료 검토 주요 업무현황, 경영실적 보고서 등 내부자료를 검토하여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 
경영 관련 이슈를 확인하였습니다.

STEP 2

이해관계자 설문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이슈 관련 이해관계자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임직원, 정부, 
지역사회, 협력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결과는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 도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개요

기간 2020. 04. 23. ~ 2020. 05. 08.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평가방법 경제·사회·환경 관련 총 42개의 이슈를 각 5점 척도로 중요도 평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 않다.

STEP 3

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한국서부발전의 2020년 지속가능경영 핵심이슈는 총 5개 분야, 10개 이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핵심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며, 공유된 핵심이슈를 
전사 경영목표 수립 시에 활용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등 이해관계자가 체감하는 지속가능경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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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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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환경

안전

사회적 책무

기업문화

한국서부발전은  
경제, 환경, 안전,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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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신뢰도 향상
설비신뢰도 추진과제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설비의 신뢰도를 신속히 향상시켜 나가고자 ‘CORE 활동을 통한 4無(무고장, 무사고, 무결함, 
무손실) 실현으로 설비신뢰도 최고 달성’의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및 8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설비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비신뢰도 확보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외 설비전문가(연구원, 제작사, 전문업체)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였습니다. 
설비고장의 근원적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업하여 핵심설비, 비핵심설비, 
안전분야로 구분하여 기술진단을 시행하였으며, 설비별 맞춤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강을 실시하여 중대고장 
건수 Zero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평택2복합 가스압축기의 잦은 고장으로 설비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관기관인 한국가스공사와 협업하여 가스공급압력을 상향시킴으로써 설비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고장정지율 개선
한국서부발전은 설비 무고장을 실현하여 최고의 설비신뢰도를 달성하기 위해 신기술 적용 및 정비기법을 개발하여 
운영능력을 고도화하고, 고장 관련 핵심문제점(TOP 10)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반 이상예측, IoT 무선 배관누설 감시, AR 음향영상분석 등 신기술을 적용한 고장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2019년에는 전년 대비 85%의 고장정지율 개선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정비기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로 
‘발전기 고정자 권선 정·역방향 전환형 세정장치’를 개발하여 정비일수를 92% 단축(25일→2일)하고, 73억 원의 
정비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안정적·경제적 
전력공급

추진
전략

CORE 활동을 통한 4無(무고장, 무사고, 무결함, 무손실) 실현으로 
설비신뢰도 최고 달성

목표

추진
과제

• 사내·외 전문가 협업
• 공공기관 업무 협력

Cooperation plus
C

협업강화
Operation best

O
운영능력 고도화

• 발전운영 신기술 적용
• 설비관리 기법 개발

Risk management
R

위험관리

• 무결점 설비운영
• 잠재 위험요소 제거

Environment first
E

환경 최우선

• 현장 작업환경 개선
• 구성원 근무제도 개선

이슈의 중요성

발전사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력은 오늘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가 되었으며, 전력공급이 중단된다면 
우리 사회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력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전사의 경영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발전사는 안정적인 설비운영과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담보되어야 하며, 미래를 위한 신사업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여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의 대응

한국서부발전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발전설비의 신뢰도를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발전연료를 경제적으로 
수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으로 국내 화력사업을 관리하고, 신재생사업을 
국내외로 확대하여 국내 발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4차산업 생태계 육성, 국내 최초 수소생산 사업화 
기반 확보 등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재무가치 창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UN SDGs 관련 목표

한국서부발전 HIGHLIGHTS

0.018 %

고장정지율
(2019년 기준)

4.46 조 원

매출액
(2019년 기준)

490 MW

신재생 설비용량
(2019년 국내 기준)

경제

ISSUES 

01

핵심이슈

GRI 201-1, 203-2

역대 최저 고장정지율 달성
(단위 : %)

0.018

0.074
0.121

발전설비 고장정지건수 감소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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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연료 수급
발전연료 중장기 로드맵
「KOWEPO Vision 2030」과 연계한 발전연료 수급사업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연료 수급 전단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경제적으로 연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친환경 연료 도입을 확대하여 양질의 전력공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연료 친환경성 제고
한국서부발전은 연료 수급과정에서 친환경성을 제고해 환경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환경급전에 대응하여 전력공급에 
있어 환경성과 경제성의 가치를 조화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저유황탄과 저회분탄을 구매하고 운송·정박 
단계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한 선박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 설치 협약을 
체결,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아가,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하여 고품질의 친환경 유연탄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연탄 조달 경제성 제고
유연탄 조달 관련 시황 및 내부제약 사항의 분석을 통해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도출하여 유연탄 조달의 
경제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황하락세 활용을 위해 월별 필요물량 위주의 지연조달(Lagging)을 통해 
유연탄을 분산 구매하여 재고관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유연탄 구매 경제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구매기법을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시황이 30% 이상 급락한데 
따른 절감폭 축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황대비 역대 최고 절감률(18%)을 달성하였습니다.

유연탄 수급 안정화
유연탄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원을 다변화하여 특정국가의 도입 의존도를 축소하였습니다. 고열량탄의 경우 
호주에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콜롬비아탄 도입을 확대하였으며, 저열량탄은 공급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러시아탄을 확대하고 인니탄을 축소하였습니다.

안정적·경제적 
전력공급

핵심이슈

재무가치 창출
중장기 재무계획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발전사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전력수요 둔화 및 탈석탄 기조에 따라 노후 
발전소 폐쇄가 전망되는 등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해 나가고자 
재무관리체계를 고도화하여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창출 성과
한국서부발전은 기존 국내 화력발전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신재생발전, 해외발전사업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감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기준, 발전설비정지 상황에 대응한 발전량 증대 추진 등으로 386억 원의 수익을 
제고하였으며, 운송비 및 설비유지비용 절감 등으로 2,609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유휴자산 매각 및 불요불급 
사업 취소 등으로 386억 원의 추가 현금흐름을 확보함으로써 총 3,381억 원의 재무개선을 실현하였습니다.

경영
목표

국내 화력발전 매출액 6.9조 원
해외발전 매출액 1.3조 원
신사업 매출액 0.4조 원

안정적 수익창출 신성장사업 확대

재무
목표 매출액 성장률 EBITDA/금융비용 부채비율 자기자본수익률

2019년 2.3%
2030년 CAGR 5.2%

2019년 5.4배
➡ 연간 4.3배 이상

2019년 178%
➡ 연간 233% 이하

2019년 3.7% 상승
➡ 2030년 6.4%

실행
계획

투자계획
(억 원) 단기(~ 2022) 중기(~ 2026) 장기(~ 2030)

국내화력 7,501 26,685 59,030
신재생 21,535 29,757 45,810
해외 4,059 10,341 11,330

재무계획
(조 원, %) 단기(~ 2022) 중기(~ 2026) 장기(~ 2030)
배출규모 5.8 7.8 9.7
부채비율 222% 206% 203%
자산규모 13.1 15.6 20.1

관리
체계

※ 지분투자사업 지분매출액 포함

(2019년 기준)

국내 화력발전

4.7조 원

국내 신재생발전

782억 원

해외발전

996억 원

발전연료
중장기
로드맵

실행
전략

대상
사업 연료 친환경성 제고

•   친환경 연료 도입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유연탄 품질관리제도 개선으로 친환경성 
강화

•   신규 복합발전 LNG 조달 방안 수립  
및 터미널 확보

유연탄 조달 경제성 제고

•   노후 석탄화력 폐지 대비  
공급원 포트폴리오 조정

•   고강도 체선료 관리로  
유연탄 조달 총비용 절감

•   시황을 활용한 전략적 현물용선  
물량 확대

유연탄 수급 안정화

•   공급원 다변화로 상위 공급국 
도입비율 축소

•   수급위기 신속 대응으로  
안정적 발전운영 지원

•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구축으로  
수급 안정성 강화

2019년 ~ 2023년 ~ 2030년

•   구매기법 다각화 및 운임 절감을 통한  
조달 경제성 확보

• 공급원 다변화로 수급 안정성 제고

• 신규 복합발전 LNG 조달기반 강화

•   노후 석탄화력 폐지 대비  
공급원 포트폴리오 조정

• 계약 만료대비 신규선박 발주

• 중장기 LNG 수급체계 구축

• 연료 통합 조달 프로세스 구축

•   유연탄 사용량 감소에 따른 
장기용선 포트폴리오 재구축

• LNG 도입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

모니터링 분석 피드백

•  실적 및 리스크 모니터링
•  재무목표 달성여부 및 Gap 확인

•  목표 대비 실적 분석
•  투자사업 리스크 점검

•  중장기 연계 투자계획 롤링
•  투자심의 결과 반영, 계획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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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사업
중장기 화력사업 로드맵
한국서부발전은 한국형 가스터빈 실증기반 구축 등 고효율 신규 복합화력발전소를 확충하기 위해 국내 화력사업 
로드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화력 대체 신규 가스복합 사업 확보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가스복합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 전략적 공략 우선순위(3단계)를 도출하여 
주민친화형 부지 후보지역 5개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 발전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 국산가스터빈 실증건설 기반 조성
가스터빈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발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자 발전사 최초로 가스터빈 실증을 위한 
김포열병합발전소(408MW)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포열병합발전소는 2020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2019년 기준, 기술적 운전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국산 대형 가스터빈(270MW)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국산화에 따른 기술적 리스크를 보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건설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국내사업 확대

신재생사업
신재생사업 로드맵
한국서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3025 로드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6조 2,000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 투자해 전체 발전량의 2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관·공 상생협업 기반 태양광사업 확대
2020년 6월에 준공된(충남 태안군 안면도 소재) 삼양태양광은 양식장 및 염전부지 약 22만m2에 557억 원을 투자, 
17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40M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 안정적 전력송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삼양태양광사업을 통해 마을형 태양광설비 400kW를 기증함으로써 연간 약 8천만 원 
수익을 주민과 공유,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해상풍력과 복합 양식장 조성 그리고 관광산업을 연계한 해양산업 공존모델로써 지자체, 지역기업, 어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전남 완도군에 ‘완도 장보고 400MW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4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면 항만과 수산업 및 관광산업을 연계한 대표적인 신재생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7.5MW 건설을 완료하였으며,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군산의 경기 활성화 
산업 육성을 위한 ‘군산 아리울 500MW 해상풍력’, ‘안산 풍도 200MW 해상풍력’ 발전소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창출형 연료전지사업 추진
미분양 산업단지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고통 분담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국의 미분양 산업단지지역을 중심으로 연료전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료전지의 
전력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생열을 활용, 한국서부발전과 지역농가 및 집단에너지사업자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인 ‘스마트팜 연계 연료전지사업’은 냉난방시스템에 부생열을 
공급함으로써 농가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양 17MW 태양광

장보고 해상풍력

서인천연료전지 1~4단계

WP 가스터빈 국산화 History

2013년

발전사 유일
가스터빈 R&D 착수
가스터빈 실증협약

2015년

고온부품 국산화
(군산화력)

2019년 9월

① 가스터빈 
시제품 개발

2019년 10월

② 실증 리스크
저감방안 확보

2019년 12월

발전사 최초
③ 시제품 적용사업 계약

(김포열병합)

2023년

김포열병합 준공
(408MW)

2025년

김포열병합 용량증대
(510MW)

중장기 목표 연계

■ 석탄
■ LNG

단기(2019년) 중기(2023년) 장기(2030년)

• 태안 1~4호기 대체사업 확보
-   기반시설, 지역수용성 등 

사업 타당성 검토

•  설비용량 1GW
•   태안 1, 2호기 대체복합 착공
•   추가대체(태안 3, 4호기) 추진

•  설비용량 2GW
•  태안 1~4호기 대체사업 완성
•  태안 5, 6호기 대체사업 준비

석탄화력
대체사업

확보

• 가스터빈 용량 270MW
•  가스터빈 실증기반 김포 

열병합 건설 기본계획 수립

•  설비용량 408MW
•  한국형복합 실증운전 개시

- 실증기간 : 2년 

•  설비용량 510MW
•  한국형복합 용량 증대
•  한국형복합단지 신규개발

국내 최초
가스터빈

실증

신재생에너지 3025 달성 로드맵

~ 2030년
~ 2025년

~ 2023년

52,785
53,132

56,722
화력발전량

(GWh)

신재생발전량
(GWh)

공급비중
(%)

신재생 설비용량
(MW)

RPS 이행비율
(%)

11,351
16,329

20,868

17.7
23.5

26.9

4,290
5,365

6,112

11.5
15.5

28.0

GRI 201-2, 203-1

•  분리형(500MW) 입지 확보
- 대체부지 비상확보 가능

입지선정 위험도 분산

•  발전소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  국내 최저 대기배출  

5ppm 선정

환경성 강화

•  기존 송전선로, 산업단지 등  
인프라 확보 지역

•  LNG 미공급 열복지 공급필요  
지역 선정

주민 수용성 증대

2030년
전원 구성

28

72

4,100MW

10,353MW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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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풍력 등
■ 수력
■ 석탄
■ 가스

중장기 해외사업 로드맵
한국서부발전은 탈석탄이 가속화되고 있는 해외 발전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석탄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신재생 
발전사업을 집중 개발하는 방향으로 「2030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롤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확대
핵심이슈

신사업 역량 강화 신사업 모델 개발
4차산업 혁신기술 생태계 육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서부발전의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차산업 혁신기술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R&D와 신사업 발굴, 기술개발품에 대한 특허 공유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전소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각종 세미나, 전시회를 통해 신기술을 
전파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서부발전의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국회에서 「스마트기업 리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수소생산 사업화 기반확보
한국서부발전은 수소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수소생산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 
11월에 「IGCC 합성가스와 해양 미생물을 이용한 수소생산 실증플랜트」 준공식을 개최하였으며, 준공된 실증플랜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소수소 생산설비로 연간 약 330톤 수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향후 실증플랜트 
설비를 고도화할 계획이며, 장기운전 신뢰성 검증을 통해 ‘해외 수출 상품화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등 민간기업과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 생산 수소를 국내에 도입하는 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내벤처 설립·육성
신사업 모델 발굴과 열린 혁신을 통한 신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사내벤처 육성·지원을 위한 사내벤처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사내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사업화에 착수하는 한편, 사내벤처 전담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호 사내벤처 「㈜셀바이오」 설립을 완료했으며, 
그동안의 R&D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상품 3종(WP-녹스다운 등)을 출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혁신 아이디어 공모, 사내벤처 (실무)위원회의 심의·평가를 통해 제2기 사내벤처 2개 팀을 최종 
선정하여 「제2기 사내벤처 출범 및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스마트기업 리더상

실증플랜트 준공식

제1호 사내벤처 설립기념

해외사업 다각화
핀란드 아담스 풍력사업
한국서부발전 최초로 선진 신재생발전시장에 진출하는 사업으로서 설비용량은 73.2MW이며, 2020년 6월 지분 
29.5%를 확보하였습니다. 발전단지는 핀란드 북쪽 오울루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핀란드 에너지청으로부터 
높은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가격을 보장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매년 
약 20억 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웨덴 클라우드 풍력사업
스웨덴 클라우드 풍력사업은 핀란드에 이은 북유럽 지역 확장사업으로서 스웨덴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설비용량은 
241MW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2020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고, 장기 전력판매계약(29년간)이 
완료되어 있어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본 사업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여 준공 전 현장감리와 
준공 후 발전소 자산 및 O&M 관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핀란드와 스웨덴 시장을 거점으로 하여, 향후 유럽 
전역으로 사업지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미국 KEC 가스복합사업
한국서부발전 최초로 미국 가스복합발전 시장에 진출하는 사업으로서 설비용량은 632MW 입니다. 본 사업은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서부발전이 지분 50%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미국 셰일가스전 
인근에 위치하여 석탄발전 대비 발전단가가 낮아 뉴잉글랜드 전력시장에서 기저부하를 담당할 예정이며, 연평균 
3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건설관리는 물론 
O&M 및 자산관리 역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바탕으로 미국시장에서 추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핀란드 아담스 풍력

스웨덴 클라우드 풍력

미국 가스복합

(단위 : %)

9,000

6,000

3,000

0
(단위 : MW)

 설비용량(MW)        매출액(억 원)        순이익(억 원)

설비용량   9배 증가
매출액    13배 증가

908MW

8,029MW

2019년 2023년 2025년 2030년

15,000

12,000

9,000

6,000

3,000

0
(단위 : 억 원)

GRI 201-2

악취저감제(고상, 액상) 생활용 탈취제 농업 및 조경용 토양개량제

기존
42

13

19

26

신규 40

33

7

20

바이오 수소 대량 수소생산 시스템 주변 수소도시 해외 기술확대

태안 IGCC  
가스화 설비

바이오가스

부생가스

수소생산/액화

해외 현지  
가스화 및 국내 도입

주변 물류단지

연료전지

바이오 수소 생산설비 H2/CO2 분리 설비

CO2 액화

Mega Station 수소인수기지

수소충전소

식자재 유통 업체

수소연료전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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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선도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중장기 I-WP 4.0 기술혁신 로드맵
한국서부발전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인 4차산업부를 신설하고 중장기 4차산업 기술혁신 로드맵 
(I-WP 4.0)을 수립, 발전운영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발전소 구축을 목표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I-WP 4.0 전략방안은 스마트운영, 인공지능 예측진단,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의 4대 전략, 12개 
중점과제와 7대 핵심기술로 구성되며, 2030년까지 총 377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모바일, 
드론, 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스마트 발전설비 운영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축적된 4차산업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발전운영 솔루션을 개발하여 발전산업의 고부가가치 신사업 모델 발굴에 적극 도전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예측진단기술 개발
발전설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방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예측진단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예측진단은 발전소의 주요기기인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의 설계, 운전, 예방정비 전주기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과 접목해 디지털 공간에서 형상화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4차산업 핵심기술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발전분야 표준플랫폼과 다양한 진단·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풍력발전기 고장예측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발전소에 적용하여 최적의 운전조건과 정비시점 파악을 통해 설비가동률 향상과 
전력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서부 인공지능 기술센터를 개소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스마트발전소 구현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WP-혁신인력 양성
한국서부발전은 4차산업 기술혁신 로드맵(I-WP 4.0)에 따른 스마트발전소 구현을 위해 「WP-혁신인력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7대 핵심기술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발전사 최다로 4차산업 핵심기술 전문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빅데이터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사업소를 대상으로 「미래기술 혁신 세미나」를 순회 개최함으로써 4차산업 기술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3D프린팅 활용 발전부품 실증
기존 제작방식으로 국산화가 어려웠던 외국산 부품과 생산이 중단된 발전부품을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제작하
고, 현장에서 신뢰성 평가와 성능검증을 시행하는 3D프린팅 발전부품 실증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종, 2019년 15종에 성공하였으며, 발전부품의 물리적 성질분석과 작동환경 평가를 통해 최적의 3D프린팅 소재를 
선정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부품을 다수 제작해 비용을 줄이는 등 혁신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실증시험 외에도 3D프린팅의 이종 재질 적층 기술을 활용해 국
내 최초로 외산 기자재를 대체할 신개념 발전부품 제작도 추진할 예정입니다.3D프린팅 실증사업 

AI기반 풍력발전기 고장예측시스템

드론 조종 자격

6명(총 12명)

국제표준 설비진단 자격

37명(총 128명)

3D역설계 자격

9명(총 26명)

WP-혁신인력 양성 로드맵

도입기(2018~2019년)

정착기(2020~2021년)

사업화(2022년~)

4차산업 기술
현장전문가

150명

(드론 조종 등)

스마트발전소 
전문가

200명

(1단계+빅데이터 분석)

신 비즈니스 
전문가

300명

(2단계+AI 엔지니어)

지능화 혁신으로 행복에너지 창조비전

목표 4차 산업 기술기반 WP-스마트플랜트 구축

전략 스마트 안전 운영 AI 예측 진단 인프라 구축 역량 강화

중점 
과제

건전한 데이터 구축 운영 데이터 디지털화 무선통신 인프라 정착 스마트 프로세스 체질화

점검 TOOL 스마트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운영기반 구축 혁신 기술전문가 양성

혁신 미래기술 정착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新 보안 체계 고도화 생태계 기반 구축

핵심
기술

3D프린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모바일 VR/AR 드론/로봇

7대 핵심기술, 28개 신산업군 육성 

핵심이슈

신사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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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전 체계
한국서부발전은 KOWEPO 가치체계 비전과 연계한 ‘Eco-Friendly(친환경 경영선도)로 지속가능경영 실현’이라는 
환경비전 아래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온실가스 33% 감축, 미세먼지 88% 감축, 부산물 
재활용 100%, 환경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제와 16개의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co-Friendly(친환경 경영선도)로 지속가능경영 실현환경
비전

2030
목표

전략
과제 신기후체제 선도

•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 미래 신시장 창출
• 배출권거래 대응
• 저탄소 문화 구축

환경영향물질 배출 ZERO화

• 환경설비운영 강화
• 친환경물질 사용 전환
• 친환경기술 개발
•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자원순환형 발전소 구현

• 부산물 저탄소 및 고품질화
• 폐기물 연료화 사업
• 미활용열 자원화 사업
• 고부가가치 신수요 창출

환경을 통한 공익가치 창출

• 투명한 환경정보 
• 환경 소통채널 강화
• 실천적 환경보전
• 지역상생 협력과제 발굴

온실가스 33% 감축
(2030 BAU 대비)

청정화력 구현으로
미세먼지 88% 감축

부산물 재활용
100% 달성 환경만족도 제고

이슈의 중요성

우리 국민과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모색은 세계 최대의 화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는 新기후체제를 출범하였고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UN SDGs 이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대응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업 특성상 다량의 자원을 사용하면서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비즈니스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다양한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원순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UN SDGs 관련 목표

한국서부발전 HIGHLIGHTS

197 만톤

온실가스 감축
(2019년 기준)

69.6 %

대기오염물질 저감
(2019년 기준)

79 %

폐기물 재활용
(2019년 기준)

환경

ISSUES 

02

환경비전 및 
체계

환경방침

전 임직원은 환경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방침을 설정하고, 확고한 의지로 솔선수범하여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설비성능개선 및  
신기술 도입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한다.

자원순환형 친환경발전소 구현을 위하여 부산물 고부가 가치화, 신규 재활용사업 다각화, 
폐기물 연료화 등에 적극 노력한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배출권거래 대응, 저탄소 문화 구축 등에 
적극 노력한다.

환경경영시스템과 관련된 환경법규, 환경협정, 자발적 협약 등 준수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채널 강화,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다양한 환경보전활동 추진 등 
열린 소통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2018. 6.

1

2

3

4
5

사장

핵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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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단위 : 만톤 CO2eq)

777

1,540

254

90

252

472726

169

310

172

140
72

10

125

23

250

709

저탄소신기술
(고효율, 연료전환 등)

신재생
(태양광, 풍력 등)

외부감축사업 등

탄소경영 마스터플랜
한국서부발전은 신기후체제를 선도하는 탄소경영체계의 확립과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변경을 반영하여 ‘신기후체제 대응 탄소경영 마스터플랜’을 재수립하였습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의 국내감축 의무 증가를 반영하여 2030년 예상배출량 대비 감축목표를 기존 30%에서 33%로 
상향하였고, 앞으로 1,884만톤을 감축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핵심이슈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농업분야
국내 최초로 「농가-기업 온실가스 감축 상생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농가의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92개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 약 13만톤의 CO2eq 감축 성과를 
창출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에너지 전환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산림분야
2019년 8월 강원도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상쇄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고성군 송지호 해안가에 「탄소상쇄 평화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배출권은 강원도에 
기부하여 배출권 수익이 산림조성에 재투자되는 새로운 사회공헌의 선순환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건물분야
한국서부발전은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시설인 제로에너지 건물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태안군 안흥성마을을 선정하여 마을회관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안흥성 성곽 LED 조명 설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UN기후총회 사례발표

• 제 25차 UN기후총회(스페인) 우수사례 발표(2019년 12월)
• UN기후변화협약 CTCN1) 기후기술 전문기관 승인(2020년 1월)

2030 온실가스 BAU 대비 33% 감축탄소경영
목표

추진
과제

•   연료전환 및 최신 고효율 
신규 설비

• 신재생 발전 확대
• 내·외부감축사업 발굴 추진

• CCU 기술개발·상용화
• CO2 Free 바이오 연료 개발
•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

• 거래대응체계 선진화
• 배출권거래 완벽 이행
•   국내·외 거버너스 구축,  

인력 양성

•   저탄소제품 생산 소비 문화 
구축

• 저탄소 기업 문화 구축
• 기후적응분야 선도

전략
방향 온실가스 감축 미래 新 시장 진출 배출권거래 대응 저탄소 문화 구축

UN 성과
한국서부발전은 2019년 12월 1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5)에서 발전산업을 대표하여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포집, 
전환기술 개발사례”를 소개하여 전문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상생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도적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상쇄 평화의 숲 조성

업무협약식

중소기업 대상 배출권 전환지원

GRI 201-2, 305-5

1) CTCN : UN기후변화협약 기술 메커니즘 이행 국제기구, 개발도상국 기술협력·개발·이전 지원

감축사업 모델 일자리 연계 전국 확산

농업상용화재단
(일자리협력)

인력 양성
(감축사업 관리)

한국서부발전
(주관기관)

감축기술
자금지원

온실가스
감축량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모델
전파

전남
경남

제주

농식품부  
충청남도

(정책, 예산)

동반성장형 
(배출권전환 지원)

배출권 확보

중소기업 한국서부발전

수익 창출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감축량 검증지원

중소기업 지원분야
중소기업의 수입증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일자리 창출형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동반성장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 2018 2019(누계)

2

39

92
 참여 농가수

2017 2018 2019(누계)

3천톤

6만톤

13만톤
 CO2 감축량

산림조성 사업 추진 선순환형 산림조성모델 구축

• 탄소상쇄 평화의 숲 조성
•   산불 피해지역 우선 추진 

(고성)

배출권 기부  추가조림
 선순환모델 구축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산림조성 추진(고성군, 1.0ha, 해송 2,500본, 해안방재림, 탄소 상쇄숲 조성)
• 탄소상쇄 : 2019.10~2048.9.(30년간), 16.5tCO2(연간)  495tCO2(30년) * 6.6kgCO2(본당)

82

13 5

2030 감축 Option
■ 저탄소신기술
■ 신재생
■ 외부감축사업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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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 기술확보 및 실증
한국서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복합 실증플랜트를 
2019년 3월에 준공하고, CO2 포집 및 전환기술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CCU기술 실증을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증과정 중 확보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CO2 포집 연계 신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외로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대규모 상용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다부처(산업부, 환경부 등) 
CCS통합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문화 구축
서부 독자적 저탄소 실천활동 추진(WP Carbon 마일리지)
국내 최초로 기업 차원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저탄소 실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직원 참여형 저탄소 실천활동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1인 1톤-CO2 줄이기」 캠페인 진행, 
기후변화 브리프스 발간 등을 하고 있으며, 저탄소 실천모델 「WP Carbon 마일리지 제도」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참여직원에게 적립식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전년 
동기대비 5% 이상 감축, 1등급 가전 구매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전원별 특성 반영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
석탄화력, LNG복합, 중유화력 등 전원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전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016년 21.6%, 2017년 45.2%, 2018년 57.1%, 2019년 69.6%를 저감하여 지속적인 
감축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
석탄화력 부문에서는 저유황탄 도입 확대, 탈황·탈질·집진설비 등 환경설비의 설계효율 이상 최대 운영 및 집중 보강, 
국내 최초 사이클론 탈황기술 선제적 도입 등 감축대책 체계화를 통해 배출농도를 대폭 개선하여 2019년에 강화된 
법적기준 대비 30%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합/중유화력
복합/중유화력은 수도권·도심에 위치한 입지 및 잦은 기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 
발전본부에 최신 고효율 탈질설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약 77%의 질소산화물을 감축(20.5→4.7ppm)하였고, 
평택발전본부는 중유를 LNG로 연료전환하여 약 84%의 미세먼지를 감축(143톤→22.2톤)하였습니다.

생물전환 실증설비 개념도 및 공정도

습식포집설비 개념도

기후변화 대응
핵심이슈

환경관리 목표
한국서부발전은 환경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대기환경·수질환경·자원순환으로 구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전사 
친환경 발전체계로의 전환과 미세먼지 감축기술 등 친환경기술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전기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물질 배출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발전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이슈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환경관리
목표

추진
방향

추진
과제

•  국민공감 수준으로 미세먼지 감축
•  전원별 특성 반영 감축대책 시행

•  신기술 도입으로 수자원 보호
•  화학물질 감축, 폐수 해양무방류

•  유효폐기물의 자원화
•  석탄재 재활용사업 다각화

대기환경 수질환경 자원순환

전기생산 전과정에 걸친 
환경물질 배출 최소화 

친환경 발전운영체계 
구축

(단위 : 톤) (단위 : %)

40,651

31,851

17,424
12,360

■ Sox(톤)   ■ Nox(톤)   ■ 먼지(톤)   ● 감축(%)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최근 5년간 대기오염물질 저감 실적

* 2019년 배출원단위(0.268)
- 2015년 대비 68.4% 개선

2015 2016 2017 2018 2019

1) 배출원단위(g/kWh) : 전기 1kWh 생산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g)

최근 5년간 배출원단위1) 개선 실적
0.848

0.632

0.466

0.337
0.268

세계수준
(0.4)

CO2 습식 포집

1차 실증 2차 실증 목표

CO2 포집능력(톤-CO2/GJ) 세계최고수준 달성

포집능력 1.1배

세계수준

0.4
실증

0.450.41
0.45

0.5

미세조류 이용 CO2 생물전환

목표 (균주) A (균주) B

세포성장성(g/L/d) 세계최고수준 달성

세포성장 3.5배

세계수준

0.2
실증

0.7
세계수준

(0.2)

0.7
0.613

0.703

80.0

60.0

40.0

20.0

0

21.6

45.2
57.1

69.6

GRI 303-1, 306-2, 306-3, 306-4

2015 2016 2017 2018 2019

22,270

기후변화 브리프스

* 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CO2 발생원으로부터 포집 → 유용한 물질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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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정보 공개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미치는 미세먼지 영향 분석을 위해 주변지역에 대기환경농도 측정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측정한 결과는 실시간으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 전광판과 당사 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농도 측정망은 설치규격과 관리기준을 국가측정망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정보 공개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등 대국민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질환경
수·폐수공정 신기술 도입
수자원 보호와 안전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한 ‘순수생산-폐수처리-물재활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순수생산 및 폐수처리설비는 기존 대비 화학물질 사용을 최소화하는 막처리1) 공정 등을 
도입할 계획이며, 탈황폐수처리설비는 복잡한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공법’을 약품사용이 적은 증발농축설비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 중수도 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폐수를 전량 발전용수로 이용할 계획으로 2022년에 순수생산-
폐수처리설비 성능 개선과 중수도 신설이 완료되면, 화학물질은 연 400톤 감축, 발전용수는 연 50만톤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원순환
자원순환형 발전소
한국서부발전은 전기생산 및 오염물질 제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탄회, 탈황석고 등 부산물을 유효자원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순환형 발전소 운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탈황폐수무방류 시스템 조감도

중수도 설비(신설 예정)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핵심이슈

탈황석고 석탄회 폐기물

(2019년 기준, 단위 : 톤)

100%
발생 : 311.9

재활용 : 311.9

72%
발생 : 1,392

재활용 : 1,007

79%
발생 : 43,235

재활용 : 33,946

폐기물 재활용 현황

탈황석고 석탄회 합계

(2019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6,108

10,079

16,187

발전부산물 판매수익 성과 

발전부산물 재활용시장 확대 
발전소 부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산·학·연 협력 기반의 다양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립회를 활용한 인조현무암 제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건축자재, 디딤석 등으로 용도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황석고 및 황산의 고품질화, KS 제품으로 
생산하는 정제회에 대해서 신규 재활용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국가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부산물 
판매수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협업기관 개발내용

삼보엔지니어링 브라운가스를 이용한 광물섬유 제조기술 개발

고등기술연구원 석탄가스화기 응용슬래그를 활용한 지오폴리머 생산기술 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매립회 활용 인조현무암(건축자재, 디딤석 등) 제조기술 개발

군산대학교 매립회 도로 굴착복구 채움재 활용기술 개발

한국교통대학교 석탄가스화 응용슬래그를 활용한 건설재료 개발 및 실용화

화학물질 감축, 처리수 해양 무방류

폐수
무방류

순수
생산설비

1
막처리

발전설비 발전폐수 처리설비

물 재이용

물 재이용

용수

3  중수도 신설

2  탈황폐수 증발농축설비 신설탈황설비

안전변

보일러

송풍기 주변압기

냉각수펌프

터어빈 발전기

개폐기

폐수처리장

발생폐수의 정화

석탄회

석탄회 매립 및 재이용

배연탈황설비

황산화물 배출 저감

전기집진기

먼지 배출 저감

소음방지대책

저소음기기, 방음벽, 기기의 옥내화

탈질설비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탈황석고

전량 재활용

1) 막처리 : 막을 이용하여 용액(물+불순물)에서 불순물을 분리하는 공법

5Km

10Km

01

02

04

06

03

05
07

08 10

09

태안발전본부

대기측정망 10개소 설치 위치

측정 항목 단위 환경 기준 측정값
미세먼지 
(PM10) ㎍/m3 24시간 평균 100 이하 7.37

초미세먼지 
(PM2.5) ㎍/m3 24시간 평균 35 이하 3.88

아황산가스 
(SO2)

ppm 1시간 평균 0.15 이하 0.00316

일산화탄소 
(CO) ppm 1시간 평균 25 이하 0.1

이산화질소 
(NO2)

ppm 1시간 평균 0.10 이하 0.00235

오존 
(O3)

ppm 1시간 평균 0.1 이하 0.01325

산후리

실시간 대기환경 정보 공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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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 전사 안전경영체계 확립
안전 최우선 경영
한국서부발전은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발전소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안전 결의를 다지는 안전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여 
노사 합동으로 ‘안전 최우선 경영가치’를 선포하고,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제정하여 ‘Global Top-Class Safety 
Company’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달성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슈의 중요성

2018년 12월에 발생한 불의의 중대재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 각계각층 및 국민들의 우려 섞인 질타를 받으며,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기업의 핵심가치”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패러다임을 수익보다 생명·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우선 경영목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대응

한국서부발전은 경영진부터 현장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위험지역 점검과 함께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 본사 안전부서를 사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고 발전소 처별 전담 안전조직을 신설, 2인1조 
작업 의무화, 경력 6개월 미만 직원 단독작업 금지, 사업장 내 안전설비 확충에 200억여 원 투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발전소 현장을 구현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N SDGs 관련 목표

한국서부발전 HIGHLIGHTS

0 명

사망사고자
(2019년 기준)

0.05 %

산업재해율
(2019년 기준)

A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2019년 행정안전부)

ISSUES 

03

안전경영
핵심이슈

안전실천다짐대회 1안전실천다짐대회 선서문 안전실천다짐대회 2

안전

안전보건 경영방침

전사적 안전보건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을 선도하는 가장 안전한 발전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활동으로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상의 안전보건수준을 확보한다.

본사 및 사업소는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주기적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한다.

전직원은 안전보건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운영상 발생되는 모든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무사고 무재해를 달성한다.

근로자와의 협의와 참여를 통한 협력과 소통의 파트너십으로 기업가치 증대 및 고객만족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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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추진체계
한국서부발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안전·재난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근로자가 
안전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 서부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경영 추진성과
인간 중심의 전사적 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한 결과, 2019년 ‘사망사고 0건 달성’ 및 2018년 대비 2019년 
‘산업재해율 69% 감소’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규모 상주 협력사 및 일용직 
근로자 지원 강화를 통해 무재해·무사고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전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앞으로 안전 
선진국가·선진기업 벤치마킹 등의 노력을 통해 기존 안전 관리의 틀을 깨고 더욱 고도화된 안전체계·문화를 
한국서부발전의 DNA로 새겨 넣을 계획입니다.

안전경영 업무체계 강화
본사 및 사업소 안전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안전 최우선 기반 업무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기술부서를 직제개편 
(기술본부→기술안전본부)하고 예방안전부를 신설하여 모든 업무에 안전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안전팀 
전담인력을 16명에서 28명으로 확대하고 위험작업 관리를 1개 직할부서에서 4개 팀별 관리로 세분화하여 현장 중심 
안전경영을 구현하였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지원체계 강화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안전보건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발전소 안전취약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PC, 휴대폰 기반 「숨은 위험 찾기」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안전지식 함양 및 자신감 고취를 도모하였으며,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안전쉼터 운영, 전용 휴게라운지, 샤워실 
및 수면실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과 연계한 「마음 톡톡(Talk Talk)」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의 스트레스 경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협력사 합동 위험성평가를 제도화하여 
작업 전 위험인식 및 안전대책 공유·전파의 확대를 통해 재해율을 발전사 최저, 역대 최저 수준인 0.05%로 낮추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안전경영
핵심이슈

안전 최우선 방침 확산으로 안전의식 내재화
이해관계자 참여형 안전경영
한국서부발전은 이해관계자에게 안전경영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현장위험을 발굴 및 개선하고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WP All Together」 안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핵심이슈

숨은 위험 찾기 마음 톡톡(Talk Talk)

목표

분야

성과
지표

전략
방향

안전 최우선 방침
확산으로 안전의식 내재화

현장 위험 근절 및 신기술
적용으로 안전한 발전소 구현

재난사고 선제적 예방 및
실전대비 관리체계 고도화

재난사고 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복구체계 운영

추진
체계

• 이해관계자 참여형 안전경영
• 협력사 안전보건지원 강화

• 현장 위험요소 적극 개선
•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 분진폭발 잠재위험 해소
• 간편·실용 매뉴얼 개발

• 재난대응 컨트롤 기능 강화
• 태풍피해 최소화 및 긴급복구

산업안전 재난안전

시스템 ISO 45001 (글로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22301 (업무연속성 관리시스템)

점검
조직 안전감찰기구 안전상주센터 종합방재센터 비상대책기구

• 현장 안전활동 지원 강화
• 안전시스템 운영 점검

•   발전운영 조직단위별 
안전책임 확대

• 현장 위험작업 밀착관리

• 24시간 재난상황 감시
• 신속대응체계 운영

• 상황판단회의 운영
• 위기경보 발령, 비상근무

근로자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행복 서부발전」 구현
(안전재난 종합관리체계 선진화로 근로자 사망사고 Zero)

산업재해율 WP 안전지수 재난안전관리지수

1 1

0

2017 2018 2019

2019년 사망사고 ZERO 달성
(단위 : 명)

0.13
0.16

0.05

69% 감소

2017 2018 2019

2018년 대비 2019년 산업재해율 
(단위 : %)

이해관계자 활동내용 세부 추진사항

노동조합

노사공동선언

노사합동 안전점검

•  노동존중 일터구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상생의 노사관계 선언(2019년 7월)

•  노사 안전협의체 운영으로 근로자 의견 청취 및 현장 합동점검 시행(매월)

근로자

안전소통간담회

근로자 참여권 보장

•  협력사 계층별(사업소장, 안전부서장, 근로자 등) 간담회로 현장의견 수렴(1회/반기)

•  근로자 대상 안전혁신 아이디어 공모·포상(현장개선 등 167건) 및 우수사례 전파

국민·외부전문가

국민의견 적극청취

전문가 협업강화

•  대국민 안전분야 연구개발과제 공모(144건 공모, 우수과제 3건 선정·개발)

•  분야별(산업, 재난, 화공안전 등) 자문기구를 통해 태안 사고예방대책 등 반영

GRI 403-1, 403-2, 403-3, 
403-6, 403-7,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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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위험 근절 및 신기술 적용으로 안전한 발전소 구현
현장 위험요소 개선
한국서부발전은 현장 위험요소를 근절하기 위해 대외 및 자체 점검으로 발굴한 개선과제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컨베이어 설비 현황분석을 통해 설비·제도 측면의 안전관리 취약점을 도출하여 집중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비 측면에서는 컨베이어 청소설비 및 안전시설(울타리, 조명 등)을 개선하여 현장위험을 
최소화하고, 제도 측면에서는 현장 인력을 증원하여 2인 1조로 현장작업을 의무화하여 근로자 상호간 점검·정비 
작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 무선통신망(LTE) 구축을 통해 열화상·내시경 진단 앱을 탑재한 스마트 모바일 점검기기를 
개발하여 발전현장 고온·협소부 점검에 사용하고 있으며, 굴뚝 및 풍력발전기와 같은 고소부에는 자율비행 드론을, 
해수 취수구에는 수중점검 로봇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소 내 다수 존재하는 밀폐공간 및 
CCTV 사각지대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휴대용 모니터링 패키지(SMP)와 작업자의 이상행동패턴을 
분석하고 안전 위험 여부를 즉각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CCTV 영상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태안안전사고백서 발간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안전 최우선 정책기조를 적극 반영하고 위험에서 자유로운 발전소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 
불의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했던 분야별 안전업무사항을 
가감 없이 반영한 「태안안전사고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태안안전사고백서는 사고 경과내용, 분야별 추진사항, 
업무추진상 장애요인 극복사례, 기타(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재난사고 선제적 예방 및 실전대비 관리체계 고도화
발전소 분진폭발 잠재위험 발굴·해소
석탄·우드펠릿을 취급하는 발전소의 분진폭발을 야기하는 잠재적 위험의 근본 원인을 발굴·해소하여 사고위험을 
경감하고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와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운영현황 파악 및 타사 사고사례 확인,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사고위험성이 높은 주요 관리 Point를 도출하고, 이와 관련 486건의 개선대책을 도출하여 
실행함으로써, 분진폭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화재 취약설비 개선
화재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화재위험성이 높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위험구역에 대한 화재위험 분석 및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태안화력발전소 대상 31곳을 위험구역으로 
선정하고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 수준의 측정을 통해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정량적 위험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평가점수에 따라 N(Normal, 최소한의 법적 기준 충족), E(Excellent, 비교적 양호), T(Top, 매우 양호한 수준) 
등급으로 구분하고, 맞춤형 개선·관리대책을 수립·이행하여 화재위험요소 제거 및 화재사고 ‘Zero’ 달성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열화상·내시경 진단 앱

산업안전
핵심이슈

재난안전
핵심이슈

안전펜스 현장 조명시설

개선 전 개선 전개선 후 개선 후

1. 사고 경과내용

4. 기타(사고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등)

2. 분야별 추진사항

3. 업무추진상 장애요인 극복사례

관리 Point 개선대책 실행구분

설비 측면

제도 측면

미분탄 회수시 분진 체류방지

점화원(스파크) 발생억제

퇴적분진 처리시설 개선

퇴적분진 축적두께 관리

소화기 비치, 위험표지 설치

•  Dust Collector(먼지포집기) 포집분탄 회수위치 변경(14개소)

•  버켓 엘리베이터(승강식 운반기) 등 접지 보강(42개소)

•  사일로(저장조), 석탄이송로 주변 방수형 수세설비 설치(5.2km)

• 백필터(여과집진장치) 상부 등 분진 축적두께 3mm이하 유지

•  분진화재 전용 저압 강화액 소화기 비치, 위험표지 부착(430개)

설비별 위험평가 분석결과 위험등급 개선을 위한 주요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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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식별단계

• 위험경고/주의 식별 개선 → 위험안내표지 부착(700개)

• 대응/조직절차 현장 비치 → 실수예방표지 설치(250개)

화재감시단계

• CCTV 설치 → 석탄설비 지능형 CCTV 설치(102개)

• 화재감지기 보강 → 노후감지기 교체·추가설치(24개)

화재예방단계

• 점화원·가연물 관리강화 → 온도감시장비 신설(29개소)

• 용접 등 화기작업 절차개선 → 위험성 사전검토 의무화(3건)

화재진압단계

• 가연물질 특성별 소화기 비치 → 액체·분말·CO2 등 배치(960개)

• 초동조치 및 인명안전 확보 → 소방대훈련, 대피훈련 등(118건)

GRI 403-2, 403-5, 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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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집약 1-page 재난대응수칙 개발
재난사고에 대한 실전대응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 현장 근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존 500여 
페이지의 매뉴얼을 집약한 「1-page 재난대응수칙」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소 현장 근무자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어 재난대응의 직관적 이해와 실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타 
발전사 등 공공기관에 수범사례로 전파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재난안전 직무교육 및 대응훈련 강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재난안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자와 
실무자는 법정교육을 100% 이수하였고, 재난안전 선진기업 해외연수 및 워크숍 개최 등 자체 직무교육을 
운영함으로써 구성원의 안전 직무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훈련의 질과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훈련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서부발전의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2018-2019년 2년 연속 최고등급(A) 및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에서 2019년 최고등급(A)을 
달성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재난사고 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복구체계 운영
재난대응 컨트롤 기능 강화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전력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해 재난종합상황실 기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딥러닝 기술을 도입하여 단순 모니터링이 아닌 위험상황 자동경보를 통해 위험예측이 가능하게 
개선하였으며, 정보수집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분석을 실시하여 발전소별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도출함으로써 빠른 위기감지 및 초동대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긴급복구체계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긴급복구체계를 운영하여 전력수급이 취약한 시기에 대비해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예비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발전사가 
보유중인 호환가능한 예비품을 상호간 활용하고 있으며, 고장 빈발 부품에 대해서는 발전사 공동으로 구입하여 
사전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력수급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동·하계 전력수급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장유형별 긴급복구 매뉴얼을 개발하고 매뉴얼에 기반한 상·하반기 정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9월 태풍(링링)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대응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였으며 전 발전설비의 정상가동을 
유지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핵심이슈

안전한국훈련 1 안전한국훈련 2

최초신고에서 복구까지의  
재난대응 전 과정을 요약한  

대응절차도

재난대응부서 담당자 임무 및 
비상대책 기구 구성도를 규정한 

대응절차

재난대응 단계별 각 대응부서의 
핵심 조치사항을 표시한 

도표

가상 설정한 재난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협업업무 등을 기술한 

시나리오

①
표준형 

재난대응수칙

② 
개인 

임무카드

③ 
부서별 

협업구성도

④ 
통합대응 
시나리오

간결하고 도식화된 1-page 재난대응수칙 개발

4개 재난유형별(지진, 태풍, 화재, 유독물 누출) 대응수칙 구성

초기상황 보고

방재자원 확보

유관기관 동원 확인

초기상황 보고/전파

필요자원 파악 및 지원

상황판단회의 운영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상황판단회의 운영

재난대책본부 운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A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A

「한국서부발전의 노동존중·생명 최우선 안전경영은 현재 진행형」

•  2018년 사고 이후 전 사업장 사망근절을 목표로 모든 직원이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 많은 개선성과도 이루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  2020년에는 저도 직접 참여하는 안전 선진국가·기업 벤치마킹 등의 노력을 통해 기존 안전관리의 틀을 깨고 
더욱 고도화된 안전체계·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사장 김병숙

사업소(종합방재센터)

• 소방전문인력 24시간 모니터링
• 기상·지진·화재·유독물 감시
• 사업소 CCTV 모니터링
• 화학소방차·구급차 운영

본사(재난종합상황실)

• 소방전문인력 24시간 모니터링
• 기상·지진·화재·유독물 통합감시
• 전사 CCTV 통합모니터링
• 정부, 유관기관 핫라인 운영

전사 재난대응 네트워크

사업소 본사

상황전파

지휘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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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사이버보안 관련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ICT 발전에 따른 사이버위협 영역의 확장과 사이버안전센터의 해킹시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침해사고 ‘Zero’ 달성을 위한 사이버보안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사이버보안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한국서부발전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집·이용, 제공, 파기로 구분하여 2019년 기준,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 정책 개정(6종),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행화(27종), 수탁사 보안점검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 보유 적발 시 내부평가 반영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헬프데스크(Q&A)를 신설하고 WP-
개인정보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진단체계 개선으로 유출사고 Zero를 달성하여 6년 
연속 PIMS 인증 획득, 5년 연속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평가 최고등급(A) 및 침해대책 분야 100점(만점) 획득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제 구축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통합플랫폼을 개발하여 침해대응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보안장비별(35대)로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했던 기존 방식에서 모든 정보를 통합플랫폼으로 일원화하였고, 수집로그에 대한 
자동화(임계치, 머신러닝) 분석, 분석된 정보를 시각화(차트, 맵) 기법으로 자동 표출되게 함으로써 침해사고를 즉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플랫폼은 침해사고에 대한 위협대응 시간을 30분에서 1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였으며 
사이버공격 대응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사이버공격의 지능화로 신속한 침해대응을 위한 보안인력의 전문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사 최초로 가상화를 기반으로 실전과 유사한 실습형태의 사이버침해대응 모의해킹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 P-D-C-A 기반의 역량강화 훈련체계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참여형 사이버보안 콘텐츠 개발 경진대회 개최로 직원의 보안수준을 전사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보호대책 강화
한국서부발전은 빈틈없는 발전제어시스템 보호를 위해 기반시설 보호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실시간 제어시스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비정상 Data 탐지·분석이 가능해졌으며, Agentless 기반 네트워크 탐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제어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EMP 취약점 분석·평가를 선도적으로 이행하여 발전사 
최초로 EMP 위협 실증 데이터를 취득하고 정부의 EMP 취약점 가이드라인 개선을 위한 Data로 활용되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사이버보안

성과
지표

• 행안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 산업부 정보보안 감사

• 국정원 기반시설 보호대책 평가
• 산업부 취약점 분석 평가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 기반시설 보호대책 강화

* PIMS : 행안부에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PIMS 인증 획득

6년 연속

개인정보 평가

A
침해대책 분야 평가

100점

중점
추진과제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고도화
•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확산
• 개인정보 취약점 진단체계 개선

• 빅데이터·AI 기반 보안관제 구축
•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시스템 구축

• 제어시스템 상시 감시체계 구축
• 발전제어시스템 보호체계 강화

단기

2019~2022

중기

2022~2026

장기
2027~2030

(단위 : 명)

8

16

24

사이버보안 전문가 지속 배출

현재 

2명
양성계획
• 교육수립
• 훈련편성

P 역량강화
• 교육(연2회)
• 훈련(연4회)

D 경진대회
• 사내(연1회)
• 사외(연2회)

C 개선반영
• 개선사항
• 환류검토

A

사이버보안 주요성과

공공기관 보안평가
최고수준 달성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정보보안 감사 평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평가

행안부

•   5년 연속 최고등급 「A」 달성 
(95.9점)
-   공공기관 평균(80.9점) 대비  

15점 상승

산업부

•   공공기관(41개) 전체 2위 달성 
(94.1점)
-   공공기관 평균(75.9점) 대비  
18.2점 상승

국정원

•  2018년 대비(81.87점)  
보안수준 향상(82.93점)
-  공기업 평균점수(77.06점) 대비  
5.87점 상승

국정원
• 4년 연속 최고등급 「A」 달성(100점)

-   침해사고 0건 
(탐지/차단 건수 9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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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중심 경영체계 구축
「행복 에너지, 행복 일자리」라는 슬로건 아래 2030년까지 7,007개의 좋은 일자리 직접 창출을 위해 4대 전략방향, 
12대 전략과제 및 30개의 중점추진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에너지, 행복 일자리슬로건

2030년까지 7,007개 좋은 일자리 직접 창출전략목표

중장기  
로드맵

전략
과제

전략
방향 양질의 공공 일자리 동반성장 상생 일자리 혁신성장 미래 일자리 지속가능 사회적 일자리

중점
사업 신규채용 확대 등 3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10개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5개 배려계층 고용지원 등 12개

• 신성장 부문 채용 확대
• 합리적 근로문화 정착
•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

• 친환경산업 일자리 확대
• 에너지신사업 투자 확대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 4차산업 기술혁신 강화
• 기자재 국산화 개발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 배려계층 자립 지원
• 지역특화 협력모델 구축

기반 구축기(~ 2022년)

공공 1,003개 / 민간 1,680개

성과 창출기(~ 2026년)

공공 1,529개 / 민간 3,198개

성과 확산기(~ 2030년)

공공 1,965개 / 민간 5,042개

이슈의 중요성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워 기업들이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하며, 
주요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확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의 대응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정책과 이해관계자 니즈, CEO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일자리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 전략체계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건강한 발전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발전기자재의 국산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기업의 동반성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복지인프라 개선 활동 전개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UN SDGs 관련 목표

한국서부발전 HIGHLIGHTS

661 개

일자리 창출
(2019년 기준)

양호

동반성장 실적평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86 점

지역사회 만족도
(2019년 기준)

ISSUES 

04

일자리 창출 
핵심이슈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 친환경·신재생 등 사업모델 구축

•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공공일자리 확대
•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 강소기업 육성

• 고용친화경영 정착 및 좋은 일터 구현
• 신산업 기술창업, 혁신성장 생태계 구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신규채용 확대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공공부문의 신규채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198.75

145

161

2017 2018 2019

신규채용 실적
(단위 : 명)

2019년 신입사원 입사식

사회적 책무

GRI 401-1,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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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운영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전환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 또는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회형평적 채용
한국서부발전은 사회형평적 채용 관련 도전적인 목표설정과 달성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고졸자 등 사회적 약자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고용 준수의무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확보 및 발전소 지역주민 채용을 위한 
가점 적용범위 확대, 고졸자 입사기회 확대를 위한 고졸 별도전형 시행, 청년고용을 위한 수시증원(안전전문요원, 
김포 열병합 등) 등의 노력을 통해 사회형평적 채용 관련 정부정책이행목표를 10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 사회적 일자리
사람 중심의 공동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화 일자리 24개를 창출하였으며,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통한 고용 사각지대 해소로 
지속가능한 나눔 일자리 117개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서부발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노력을 인정 
받아 취약계층 일자리 부문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노인 일자리 부문 「노인 사회활동 지원 우수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상생 일자리
친환경·신재생사업 확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으로 동반성장 상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친환경 
경영 및 기술개발을 선도하여 친환경 일자리 55개를 창출하였으며, 에너지신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별 사업모델을 
구축·실행하여 신재생 일자리 49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협력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안전최우선 일자리를 포함한 1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19년 기준, 총 240개의 동반성장 상생 일자리 창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혁신성장 미래 일자리
핵심기술 국산화 및 창업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 분야 「Safety First」 

스마트플랜트를 구축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3D프린팅 등 혁신 일자리 32개를 창출하였으며, 발전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실행 및 기술 강소기업 육성으로 8명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 및 사내벤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 민간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신사업 일자리 
49개를 창출하여 2019년 기준, 총 89개의 혁신성장 미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핵심이슈

240

동반성장 상생 일자리 창출 수
(단위 : 개)

89

혁신성장 미래 일자리 창출 수
(단위 : 개)

지역인재 고졸 청년 국가유공자 장애인

19 21 19 22 19 22

6 7

127

143.75

110% 116%

113%

116% 116%

 목표(명)        실적(명)        달성률(%)

117

지속가능 사회적 일자리 창출
(단위 : 개)

스마트팜

장애인

시니어

저소득층

•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팜 구축·운영, 7명 고용 창출

• 취약계층 나눔카페 개설 및 커피 가공사업 확장으로 장애인 바리스타 육성 등 8명 고용 창출
•   사회적 협동조합형 일자리 사업모델 개발 및 판로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등 19명 고용 창출 

- 친환경 세차장 설립(2018년), 2호점 추가 개소(2019년), 경영지원단 구성·운영

•   농한기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등 시니어·신중년 55명 고용 창출 
- 본업과 연계한 온실가스감축 서포터즈 양성, 바다사랑 환경지킴이 활동지원

•   저소득층 자활근로 창업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 일자리 19개 창출 
- 노후주거 전기·화재안전 개선센터, 신도시 거점택배 자활사업단 설립 지원

추진 내용 및 성과구분

한국서부발전의 일자리 창출 종합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부문 대상 노인 일자리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고용친화 부문 대상 

장애인표준사업장 ‘나눔카페’ 개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세차장’ 개소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구둣방, 푸드 트레일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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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질서 확립
공기업 1등, 상생결제 활용실적 달성
한국서부발전은 상생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대금을 하도급업체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상생결제시스템 고도화 및 상생문화의 전파·확산을 위해 대금흐름에 따른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결제시스템 가이드북」 발간 등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한국서부발전 단독으로 상생결제 누적활용실적 
1.15조 원(6,341건)을 돌파하여 2차 이하 양도 공공기관 최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불공정 계약조건 개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계약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거래기업의 
지체상금 이중부과 조건을 폐지하여 계약기간 내 준공 시 기부과된 지체상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체상금률을 50% 인하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협력업체의 지체상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 선정 투명화
입찰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시 제안서 및 기술규격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규에 반영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위원에 의한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입찰의 경우,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선정교섭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지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사업경험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불공정계약 등으로 미준공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개발하였습니다. 국내 최초로 국내 굴지의 
기업과 로펌이 대거 참여한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 통합솔루션 펀드인 「해나눔 펀드」를 조성하여 금융, 보험, EPC 등 
통합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개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었으며, 「해모둠 태양광 SPC」 설립을 통한 
자산인수 및 지분투자 실시, 한국서부발전의 직접 자산인수 방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전략체계
한국서부발전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동반성장 전략체계를 구축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증진하고 경제생태계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초보기업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AEO 인증 및 해외무역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으며, 전문기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한국서부발전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현지발전소 Test-Bed 환경조성, 기술교류회 개최 등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강소기업의 글로벌·현지화를 위해 정보교류·공동마케팅을 위한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효과적인 현지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R&D 및 교육·컨설팅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혁신성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공급사슬 2·3차 
기업의 경영/제조 등 분야별 전문컨설팅 및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산업혁신운동, 1차 기업의 분야별 
전문컨설팅 및 설비를 지원하는 혁신파트너십 사업,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파트너십 강화로 경제생태계 변화 선도비전

전략
과제

전략
방향 상생인프라 구축 기업경쟁력 강화 다양한 판로 지원 창의적 기술개발

• 상생결제제도 활성화
- 기업자금조달부담 경감

• 제조·생산성·디지털혁신
- 3정5S1) 등 혁신기반 마련

• 해외판로개척·수출활성화
- 동반진출, 협의회 운영 등

• 실증시험·R&D 활성화
- 진입장벽↓, 제도개선 등

목표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통한 홀로서기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도약

동반성장 확대

1) 3정5S : 3정(정품, 정량, 정위치),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질서)로 중소기업 현장관리의 기본·첫걸음

구도

대상

성과

해나눔 펀드

지분투자 통합펀드
(민간투자사 협업, 서부 20%)

개발단계 사업
(200MW)

신청물량 201MW
(213개 업체)

해모둠 SPC 자산인수

지분인수 통합SPC
(민간개발사 협업, 서부 49%)

인허가완료 사업
(60MW)

해모둠태양광㈜ 
2.6MW 인수

한국서부발전 직접인수

운영설비 자산인수
(서부 100%)

소규모 상업운전 설비
(15MW)

태양광 1MW, ESS 1MW 
인수

태양광 275MW 추진 시 온실가스 25만톤 저감효과 일자리 8,160명 창출효과

주요성과

참여기업
  24개사

총 재무효과
  15억 원

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10개사

총 재무효과
  8억 원

혁신파트너십

참여기업
  15개사

수준확인서(LVL 1)
  발급완료

스마트공장 구축

GRI 203-2,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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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탈취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최근 5년간 기술유출, 탈취 피해규모 246개사, 
5,400억 원)에 따라 핵심기술 및 영업기밀 보호를 위한 자체 인프라가 부족한 협력기업을 위하여 기술보호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형 기술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전문가 상담·자문, (2단계) 기술자료 
임치, (3단계) 기술지킴서비스, (4단계)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최적화된 보안솔루션 제공, 
기술침해방지 법정추정력 확보, 악성코드, 랜섬웨어 제로화 클린오피스 구축, 대내외 기술유출·침해 원천예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발전소 현장 실증시험 활성화
한국서부발전은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는 발전소 설비의 현장 실증시험 검증을 통해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실증시험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방식을 벗어나 지원 
기업과 과제 수를 확대하고, 한국서부발전 현장 담당부서와 선정된 기업간의 1:1 매칭을 통한 긴밀한 협업으로 
우수제품 검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검증이 완료된 기업에게는 실증확인서를 발급하여 제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중받는 근로·일하기 좋은 일터 구현 지원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곧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 ‘사람중심’의 기업운영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 일하기 좋은 일터 구현을 위한 4대 워라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통한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가족간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임직원 가족 리더십 캠프, 근로자 권익보호 
및 환경개선을 위한 스마트데스크 지원 등 사무환경 개선, 기업내 여성인력 리더십 및 역량강화 등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전략
한국서부발전은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같이’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환경분석을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성장을 위한 3대 분야 지원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 성장을 위해 네트워크, 금융지원, 교육을 중심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공공기관 간 사회적 경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가치구현 공공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자체 및 산학협력단과 협업하여 마을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7~2019년 기준 농어촌기금 143억 원을 출연하고, 영세한 사회적기업의 금융지원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경영개선자금 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마을기업 설립 등 창업 아카데미, 세차 및 바리스타 분야 
장애인 맞춤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선순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민간·공공분야의 인재, 자본 유입으로 사회적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발전에 헌신한 5개 분야(경제·문화·환경·복지·교육) 사회적 경제 
활동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격려금 지급과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에서 나아가, 수상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을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의 
성공모델을 전파·확산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같이’의 가치 확산추진
목표

추진
체계

추진
과제

전략
방향 사회적 경제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동반성장 확대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 우수사례 발굴, 전파로 선순환 생태계 조성

• 기업의 자생력, 경쟁력 제고 지원 강화
• 판로확대 지원, 제도개선으로 공공구매 확대

협
업

목표

핵심기술 유출
예방체계 확립으로

중소기업
생존·성장기반 마련

구분 2019년 주요성과 비고

전문컨설팅 • 보안역량 및 현장진단 결과 : 열악(평균 35점)
- 전문가 상담 및 위험군 심화자문 시행 18개社

기술임치 • 기술자료, 도면, 영업기밀 등 5건 임치 지원
- Pedestal Bearing 설계 및 제작기술 등 5개社

기술지킴 • 악성코드, 랜섬웨어탐지서비스 분야 등 지원 1개社

시스템 구축 •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맞춤형 시스템 구축
- UPS, 데이터백업, 문서중앙화 등 7개社

사회적가치추진위원회

상생협력위원회

사회공헌부

사회공헌위원회

외부조직

국민의견 수렴
지역현안 논의

내부조직

계획수립, 추진
사업시행 결정

가치구현 
공공 네트워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농어촌특화지원센터

성공모델
공유

컨설팅
지원

인력교육
지원

가족 리더십 캠프

SUSTAINABILITY ISSUESSUSTAINABILITY REPORT 2020 7372 KOWEPO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경영자립 지원 강화
[Step-up : 화훼농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판매전략을 통한 경쟁력 제고
화훼소비 감소에 따른 지역 화훼농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5월에 온라인 B2C 직거래 플랫폼 
「Farm to Table」을 구축하고, 농가형태 및 고객니즈를 반영한 상품기획과 판매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에 기여하여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Scale-up : 장애인 세차장] 사업다각화,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자생력 제고
한국서부발전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사회적 배려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발달장애인과 
자활근로자를 고용하는 친환경 세차장 1호점을 개소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사내 시니어직군 등 12명이 참여한 
자립경영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장의 경영관리 및 자문, 세차장 주변지역 수요 및 상권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제시 
등 경영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발전기자재 국산화
중장기 국산화 개발 로드맵 및 추진전략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산업의 해외 기자재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고 국산화 기술개발을 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조기술과 한국서부발전의 발전운영 기술·인프라를 결합한 협력적 개발 전략에 기반해 혁신·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자 국산화 로드맵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추진현황
가스터빈 제조 3대 핵심기술 개발 추진
100%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가스터빈의 기술종속을 탈피하고 발전용 대용량 가스터빈 제조기술 보유국가로의 
명실상부한 자리매김을 실현하기 위해 「가스터빈 3대 핵심기술(설계·제조, 운영, 정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산 기자재 및 원천기술 개발
(2030년 까지 국산화율 90% 초과달성)

목표

국산화
로드맵

추진
과제 가스터빈 핵심기술 개발 등 3개 핵심설비 국산화 확대 등 3개 국산화 지원제도 강화 등 3개

추진
방향

[원천기술] 
기술서비스 신산업 개발

[기자재] 
국내 제작 기술개발 활성화

[인프라] 
국산화 기반 조성

1,837

2,715

3,782

5,664

구분 2018~2020년(도입) ~ 2023년(성장) ~ 2026년(도약) ~ 2030년(성숙)

국산화율(%) 22.2 → 29.4
(7.2%p↑)

43.3
(13.9%p↑)

60.3
(17%p↑)

90.3
(30%p↑)

구분 시범사업 운영 (2018년)

사업분야 확대 • 친환경 세차장 1호점 개소
- 발달장애인, 자활근로자 고용

전담 운영조직 •  관련기관 협업을 통한 사업런칭 및 
복지기관 주도의 사업운영·관리

전문인력 육성 •  실근무 투입 전 자활센터를 통한  
교육 및 실습 시행

경영개선 지원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2019년)

• (사업확장) 세차장 2호점 개소, 세차장 내 카페 운영
• (신규사업) ‘모이라이’ 카페 신설(수제어묵+음료)

•  지자체, 복지기관 및 장애인부모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희망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전담운영 위탁

• 세차 및 바리스타 분야 장애인 맞춤 교육과정 지원
•  교육생 사전선발 및 직무교육 시행으로 전문인력 Pool 구성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 구매실적

목표 실적

(단위 : 억 원)

74.9
77.5

사회적기업

목표 실적

(단위 : 억 원)

2.5
2.8

협동조합

목표 실적

(단위 : 억 원)

81.6

171.9

장애인생산품

정부권장 우선구매율 만점 달성 (2019년 기준)

시스템

고객주문 현황 실시간 공유

• 주문관리 ERP 구축으로 배송오류 최소화

발주확인·준비

입금
자동확인

• 주문수량 전달(→ 농가)

• 농가확인
YES 송장입력

NO 알림발생

• 농가 송장출력
•  주문변경 시 
농가확인 상태로 
자동 수정

주문·입금 발송대기·발송

설계·제조기술 1500°C급 최신 가스터빈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발전사 중 참여유일, 2013년도~)

운영기술

핵심 운영시스템 개발+실증
(기본시스템+차별적 O&M시스템)

3대 
핵심기술

정비기술

가스터빈에서 매우 중요한 회전날개 등  
고온부품 17종 재생정비절차 및 시험방법 개발

국산화 개발건수
(누적)

동반성장 확대

판매전략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 농가형태, 고객니즈를 반영한 기획상품, 판매계획 수립

수요조사,
선주문으로 출하 전

고객 확보
(Pre-Order)

정기구독 
고객 확보로 일괄출하

(2018년 700명 
→ 2019년 1,877명)

소품종 대량생산 발송대기·발송

농가에서 직접
다양한 꽃을

믹스하여 출하
(Farmers Choice)

다품종 소량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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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자재 분야별 국산화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산업에 필수로 사용되는 「소재·부품·장비·설비」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과감히 투자(162.6억 
원)를 집행하여 220개의 국산화 품목 현장적용 및 실증을 통한 일본산 자재 대체 등 2019년에만 119.5억 원의 국산화 
개발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수 십년간 해외에 100% 의존하던 옥내저탄장 핵심기기 개발을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등 
발전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도전과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프라 조성
상생의 기술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발전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과감히 걷어내고,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 기회의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국내 제조산업의 기술개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규 기업에게는 발전산업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 네트워크 형성, 기술개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업에는 실제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Test-Bed를 제공하는 등 세밀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현장투어

실증확인서

사회공헌 체계
사회공헌 비전 및 전략
한국서부발전은 경영전략과 사회공헌 이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공헌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상생협력

핵심이슈

서부발전 사회봉사단
서부발전 사회봉사단은 사회구성원들과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며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4년  
8월에 창단되었습니다. 서부발전 사회봉사단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곳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을 하고 있으며, 실천적 봉사활동으로 시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국가와 사회에 모범이 되는 정의로운 인물에 대해 포상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본분을 적극 이행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의 모델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대한민국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상은 경제·문화·환경·복지·교육 
부문에서 사회혁신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 주는 상으로써, 수상자에게는 
상금(1천만 원)과 해외연수를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서부발전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살기 좋게 바꾸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행복파트너
(행복에너지, 정다운 이웃)

비전
(슬로건)

중장기
로드맵

추진
전략

추진
방향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공생 발전 복지 인프라 개선

•  회사 본업과 연계한 
공동번영 추진

•  사회적 약자 배려로 차별해소 및  
자립기반 조성

•  지역사회 복지혜택 제공기반 
구축 및 개선

단기(~ 2018년) 중기(~ 2022년) 장기(~ 2030년)

• 사업 추진기반 조성
• 만족도 85점 이상

• 성과 도출 및 사업 확대
• 만족도 90점 이상

• 협력사업 성과 극대화
• 만족도 95점 이상

2020년 새해맞이 떡국나눔 봉사 사랑의 김장담가주기 봉사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시상식

서부발전 사회봉사단 엠블렘

소재·부품(222건)
일본산 자재 대체 등
112.6억 원 성과

장비(7건)
외산제품 대비

6.9억 원 성과

설비(1건)
50년 간의 해외기술

종속 탈피

GRI 203-1, 203-2, 413-1

한국서부발전 국산화 Test-Bed

국산화 실증 프로세스

국산화 위원회

성공
실증확인서 발급 실증 결과 회신 및 진행상황 피드백

실증 대상 심의

기자재
국산화
개발업체

실증 신청

국산화부

접수

국산화부
↓

설비부서

실증시행 요청

설비부서

실증 시행

현장 실증 지연과제 선별 
→ 중소기업지원부 협의

실증 가능 기자재  
→ 기술지원, 설비지정

실증 불가 기자재  
→ 반려 

기술개발 네트워크 형성

신규기업과 수요자 입장의 현장직원을 연결
→ 소통의 기술개발 네트워크 형성 지원

현장 투어를 통한 개발 아이디어 발굴

부품 단위로 분해된 관심 설비를 통해 
제품개발 아이디어 발굴(12개 소그룹 투어로 전문성↑)

국산화 수요물품 공개

국산화에 필요한 기자재 목록 공개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참여 유도(70품목 공개)

사내의 각종 지원제도 설명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사내제도 설명 
→ 정비적격제도·R&D 및 특허 공유

동반성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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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소 온배수 활용 스마트팜 구축
한국서부발전은 온배수 활용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의 
스마트팜 사업은 발전사 최초의 온배수 활용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사업이며, 온배수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배핵심기술을 국산화하여 완성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스마트팜 실증 작물(토마토) 162톤(2019년 실증목표 
달성)을 생산하였으며, 매출액 1.9억 원 및 신규일자리 5개의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시험재배 
기술개발 실증을 진행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5년간 119억 원의 농가소득 증대 및 55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창출형 온실가스 감축사업
농가소득창출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작한 
사업은 현재 경상남도, 제주도 등 전국 농가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92개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 연 24.3억 
원의 농가소득 창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농업 감축사업 모델을 전파하여 더 많은 수의 농가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P 소셜 플라워
충남 화훼생산량의 30%를 점유하며 꽃의 도시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태안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2018년 
3월부터 화훼농가의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WP 소셜 플라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작 이후 
온라인 B2C 직거래 플랫폼 「Farm to Table」을 구축하고 농가 형태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기획 및 판매계획, 
고객주문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주문관리 ERP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년간 총 
3.6억 원의 화훼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과 노인 정서지원을 목적으로 재배된 
꽃을 활용한 원예치료 수업을 진행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습니다.

WP 소셜 플라워 현장경영활동

지역사회 공생 발전
시니어 사회적 일자리 제공
한국서부발전은 지역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독거노인 돌보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바다환경 지킴이, 문화유적지 관리원 등 「시니어 동고동락 일자리 
창출사업」을 개발하여 2018-2019년 기준, 총 550개의 일자리를 지역노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의 소득 창출과 정서적 안정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상생협력

핵심이슈

복지 사각지대인 위기청소년 자립역량 지원
성숙한 기부·봉사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오히려 강력범죄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계층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 교육, 창업실험공간 마련을 위한 Pathmaker 사업, 위기청소년의 상황에 따른 생활지원, 
특별지원, 성장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Dream-Up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서부발전은 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모델 구축
한국서부발전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자립지원 사업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등과 의견을 수렴한 후 장애인 적합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세차장을 개설하였으며, 이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부모 등으로 구성된 「희망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호점을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태안군 유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나눔카페」를 개설하고 로스팅 생산설비를 설치·운영하여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모델을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사회적 
배려계층과 함께하는 에너지기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세차장 개소식 나눔카페 개소식

위기청소년 창업실험공간 지원

시니어 동고동락 일자리 창출 사업 발대식

92 24.3

2019년 주요성과

참여농가
(누계)

농가소득
(억 원/연)

•  「2019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부문 대상

•  「2019 노인 일자리 주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우수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 T/B 구축
업무 수행 체계

KIST

스마트팜 실증 및 기술이전

영농조합

스마트팜 사업 시행 및 운영

한국서부발전

온배수 공급 및 온실 구축 지원

태안군

스마트팜 사업부지 토지확보 제공

사업협약서

발전소 온배수활용 스마트팜 실증 T/B 구축

 사 업 협 약 서

  

1 ( )
 

.

2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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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프라 개선

농어촌 마을재생사업
폐기물 등 해양 쓰레기 방치, 어획량 감소, 관광객 수 감소 등의 마을현안을 해결하여 마을환경 개선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국서부발전은 태안군 만대마을을 대상으로 지역주민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한양여대 
산합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 전통문화 복원에 적극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회복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서부 위피스쿨
「서부 위피스쿨」은 태안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적 교육나눔 재능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우수 대학생들이 멘토가 되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진로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멘토들은 멘토링을 통해 따뜻한 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어제의 배움이 오늘을 나눕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7년부터 3년간 총 102명의 멘토가 1,039명의 멘티에게 멘토링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꿈너머꿈 진로멘토링
「꿈너머꿈 진로멘토링」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과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국서부발전 
품질명장들이 주축이 되어 현장 경험에 대한 설명과 전문지식 전달, 산업체 현장탐방 등 다양한 진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총 110명의 멘토가 370명의 멘티에게 멘토링을 
제공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주민이 문화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방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탐색 행사 

멘토 6기 발대식

업무협약식

지역사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한국서부발전은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CEO 주관 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활동 및 침체된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사람’을 지키다
2020년 2월에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충남 태안군 버스터미널 앞에서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감염병 예방수칙이 담긴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택사업소 등 타사업소도 감염 위험이 높은 주변지역 노인, 아동 등을 위해 서부노인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 
5개 복지기관에 손소독제를 전달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자체 감염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상생협력

핵심이슈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를 지키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20년 2월에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로 매출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화훼 농가를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꽃을 구매해 본사 직원들에게 나눠주며 꽃을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또한, 태안사랑상품권 5천만 원을 구입해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으며 임직원들은 상품권을 
이용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 홍보 전단지 배부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활동

지역 화훼농가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체육행사

• (평창올림픽) 지역아동센터 아동, 장애인 등 관람·숙박 패키지 지원

• (충남도민체전) 임직원 봉사, 뮤직페스티벌 공연 유치 등

문화공연

• (주민) 산사음악회, 군민화합 색소폰 페스티벌 개최 지원

• (학생) 어린이 동요대회 및 비보잉 공연 등

지역행사

• (축제) 화합한마당, 지역 거리축제, 특산물 판매·전통어업 체험축제

• (행사) 장애인단체 및 유공자단체, 발전소 주변 마을단위 행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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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전문인력 양성

인재양성
미션

이슈의 중요성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4차산업 기술발전에 대응한 신사업 개발 및 핵심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인재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인재 발굴이 필수적이며, 인재 유치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인권 신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가족친화경영과 조직내 성평등 조성 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대응

한국서부발전은 변화된 전력산업의 뉴패러다임을 선도하여 2030년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정책, 양성평등 실현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업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근로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하나된 힘으로 모두가 행복한 한국서부발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UN SDGs 관련 목표

한국서부발전 HIGHLIGHTS

79.4 점

교육만족도
(2019년 기준)

발전사 최초

6년 연속 여성관리자 배출
(2019년 기준)

4.62 점

노사행복지수
(2019년 기준)

기업 문화

ISSUES 

05

인적자원 개발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 체계
한국서부발전은 대내외 환경 및 이해관계자의 니즈 분석을 통해 중장기 인적자원 개발 체계를 재정립하여 
직무·리더십·공통역량 강화를 HRD 방향성으로 설정하고, 2030년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습니다.

KOWEPO 인재상
에너지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등 전력산업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갈 「Global·도전·조직역량을 갖춘 인재」를 
한국서부발전의 인재상으로 정립하고 있습니다.

HRD
방향

HRD
인프라 역량체계 전문가 양성체계 e-HRD 시스템 HRD 성과분석체계

KPI 1인당 교육시간, 1인당 교육예산, 교육만족도, 전문가 양성률

추진
과제

• 「석탄→LNG」 발전운영기술 고도화
• 해외·신재생·신사업개발 역량 강화

• 미래지향적 리더십역량 강화
• 신입사원 조직몰입 촉진

• 친환경·안전 전문성 제고
• 상생협력·윤리·인권의식 내재화

(직무역량)
직무전문역량 강화

(리더십역량)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

(공통역량)
가치창출 역량 개발

2030년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Global역량, 도전역량, 조직역량을 갖춘 인재양성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Global 인재

차별화된 글로벌역량과 
강한 리더십으로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인재

변화를 주도하는 도전인재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는 인재

상생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협력인재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상생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인재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인재

전문성 확보를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인재

GRI 404-1, 404-2, 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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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역량 강화 교육
직무역량 교육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4대 핵심분야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나가고자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기존 과정은 확대하여 직원의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 양성
여성관리자 및 여성 채용 확대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산업 특성상 이공계 중심의 조직원 구성으로 인한 여성인력 Pool 확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관리자 및 여성 채용을 확대하여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 여성관리자 비중 11%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발전사 최초로 6년 연속 여성관리자(부장급)를 배출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신규 도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직무 운영 
등 우대정책을 시행해 여성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종 20%까지 여성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여성인재 특화교육
한국서부발전은 여성인재에 특화된 교육을 시행 및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여성리더십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부장급 고급과정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여성관리자 컨퍼런스, 
양성평등문화 포럼 참석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임원임명의 양성평등 실현 
한국서부발전은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여 정부의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원 임기 만료시 여성임원 임명을 고려한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를 설정하고, 임원임명 
실적분석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위원 2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등 여성임원 임명 가능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의 홈페이지를 활용해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홍보게시판을 
신설하여 공모대상 직위에 대한 여성 지원을 촉진하고 있으며, 「임원 후보자 성별균형 추천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임원 임명 가능성 제고 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임원 추천 후보자의 남성편중 문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역량 교육
한국서부발전은 경영환경의 변화로 직급별 요구되는 핵심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지향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리더의 필요역량을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역량 기반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기존 
역량의 적합성 및 이론역량, 내부직원의 요구를 분석하여 1-4직급까지 각 5개의 新리더십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맞는 
총 547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역량 교육
한국서부발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직원의 친환경·안전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상생협력·윤리인권의식 내재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전 최우선 
경영」의 가치실현을 위한 교육을 다양화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이슈에 기반한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갈등 및 협상전문가 과정 신설, 사회공헌 혁신스쿨 과정 신설, 인권강사 양성 과정 
신설 등 사회적 가치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직원의 소통 및 관계구축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사회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

100 %

1인 교육이수시간 달성률

구분 Concept 필요역량 교육과정

2직급 키움리더십 롤모델 등 3개 여성관리자 고급반

3직급 링커십 관계강화 등 2개 여성관리자 중급반

4직급 위너플레이어 소통 등 3개 미래여성관리자반

2019 2021 2023

(단위 : %)

6.0

8.0

11.0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

연간 교육실적

(단위 : 명)

2017 2018 2019

21,730

20,255

22,863

교육인원

2017 2018 2019

118.47

110.75

118.84

(단위 : 시간)
1인당 교육훈련시간

2017 2018 2019

58.4

61.4
61.6

(단위 : 억 원)
교육예산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달성 로드맵

 남성(명)        여성(명)        여성임원 비율(%)

7

2

6

3

5
4

2019 2024 2030

22

33

44

복합화력

석탄 중심→복합화력·가스터빈 및  
LNG 연료전환 교육 확대

 해외·신재생

해외사업 전략 및 투자관리,  
해외 핵심기술 벤치마킹 교육 확대

건설

안전역량 기반의 사업관리교육 확대로  
건설핵심인력 양성

4차산업

스마트 발전소 운영기술 확보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분야별 교육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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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로문화 조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한국서부발전은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근무형태를 정착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사 관리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금요일」 문화를 조성하여 조기퇴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력근무제 및 원격근무제 시행을 통해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부서 및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경영
출산육아 장려
구성원의 임신·출산·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가족친화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제출되는 자동육아휴직제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남녀 구분 
없이 승진 근무년수에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가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구성원을 
위한 자녀 육아시간을 1일 2시간, 480일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자녀돌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보육·모성보호
한국서부발전은 구성원의 안정적 보육·모성보호를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돌봄과 업무 병행이 가능한 가족친화공간인 패밀리 업무룸을 조성하였으며, 휴식 복합공간인 MOVE 라운지와 
여성전용 휴게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0~5세 대상 직장어린이집 4개소를 운영하여 구성원 자녀 196명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사공동 3대 추진계획 수립
한국서부발전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공동 3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사간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며 당면한 현안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사소통 강화
노사협의회 운영실적
노사간 협력을 통해 한국서부발전과 협력사 모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2019년 기준 일·가정 양립 문화 확대, 근무환경 및 승진문화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장기휴가 문화 조성
장기휴가 문화를 조성하여 구성원의 워라밸 실현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연차저축제」를 도입하여 최대 10년까지 
25일을 한도로 미사용 연차휴가의 탄력적 사용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보상휴가제」를 신설하여 연장·휴일근로 시 
근로시간의 1.5배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샌드위치데이에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부서장의 장기 연차사용률을 성과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력 강화 

구분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

2018년(명) 613 1,775 95 110 26

2019년(명) 382 1,868 136 170 23

직장어린이집 활동

가족친화인증서

Happiness Creator Based on Truspect(Trust+Respect)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관계」

비전

추진
방향

성과 
지표 산업재해율/인권침해건수 노사신뢰/소통지수 인당 근로시간/일자리 나눔수

극복
과제

안전한 일터 바꾸기
건강한 일터 바꾸기
공정한 일터 바꾸기

공감형성 소통하기
주인의식 발휘하기
노동가치 이해하기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
지역사회 활력 더하기

모두의 근로조건 높이기

‘안심’ 일터 만들氣
(Safety&Human)

‘소중’한 일터 지키氣
(Sustainability)

‘상생’의 일터 키우氣
(Value Giver)

노사공동
조직운영 법정(상시) 협의기구 2019년 노사공동 특별협의 기구

• 노사협의회(매분기) • 인권경영위원회(반기) 
• 산안·보건위(매분기) • 사업장 협의회(반기) 

• 산업재해 예방 TF • 재무구조 개선 TF
• 노동존중 일터 TF • 좋은 일자리 창출 TF

추구
가치 안전 생명 인권 차별금지 지속가능 근로자 참여 노동존중 일자리나눔 지역발전 삶의 질

활용실적

8

12

22

2017 2018 2019

육아휴직(남성)
(단위 : 명)

일·가정 양립 문화 확대

• 연차휴가 이월 저축제 도입
• 보상휴가제도 도입
• 연차휴가 사용 촉진(성과지표)

근무환경 개선

• 육아휴직 공백 보직 우선 배치
• 저탄장 근로자 작업환경 측정범위 확대
• 협력사 참여 안전토론회(분기 1회)

승진문화 개선

• 다면평가 하위 10% 승진 제외
• 5직급 승급 제도 개선
• 계열전환 고시 정례화(년 1회)

GRI 401-3

GRI 102-41

(기준 : 2019년)

자녀돌봄휴가  

353명

육아시간제   

134명

일·가정 
양립 활성화

핵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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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개정
한국서부발전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에서 지속적으로 보충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갑질근절 및 일·가정 양립문화의 형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보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젊은 이사회 운영
2019년 3월 미래 리더 양성 및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젊은 이사회 「The First MOVER」를 운영하기 시작 
하였습니다. 젊은 이사회를 통해 젊은 직원의 참신한 발상과 유연한 사고를 경영개선에 반영하고 미래세대에게 
경영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관심 제고 및 경영 주체로서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미래 
선도자로서 「The First MOVER」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변화와 도전의 의지를 갖춘 젊은 세대가 
앞장서서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젊은 이사회의 활동을 이어, 앞으로도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갈등 개선, 직원의 
경영현안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소통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노사협력 강화

The First MOVER 워크숍

구분 내용 규정

갑질 근절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 명문화 취업규칙 제10장

가족돌봄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신설(가족돌봄휴가) : 연간 최대 10일 단체협약 제33조

가족돌봄대상 확대(조부모 및 손자녀 추가), 휴직조건 확대(돌봄 및 양육 추가) 단체협약 제32조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시행(5 → 10일) 및 신청가능기간 연장(30 → 90일) 단체협약 제66조

육아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연령 확대(만 5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단체협약 제74조

구성 프로세스 운영실적

•   15년차 이하의  
3, 4급 직원

•   소속, 직군, 성별  
고려하여 배분

•  「전사적 경영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등 CEO 선정안건 총 6건 채택

•  「부적절한 관행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강화」 등 구성원 
자체발굴안건 총 9건 채택

안건도출

적용 및  
실행

사전토론

CEO  
채택

이사회 부의  
및 의결

실무부서  
검토

노사행복지수

4.58 4.625.00 5.005.00 5.00
4.00 4.154.30 4.33

노사소통 노사협력 근로시간 단축도 노사협의 이행률 노사행복지수

 목표(점)        실적(점)

APPENDIX

90p

99p

101p

102p

104p

106p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GRI Standards Index

온실가스 명세서

보고서 검증 의견서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수상실적 및 협회가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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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경제 데이터
요약연결 재무상태표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산

유동자산 백만 원 1,066,099 1,246,379 1,004,076

비유동자산 백만 원 8,562,572 8,625,303 9,478,412

자산총계 백만 원 9,628,671 9,871,682 10,482,488

자본 및 부채

자본총계 백만 원 3,882,393 3,899,792 3,838,122

유동부채 백만 원 1,297,361 1,239,362 1,299,188

비유동부채 백만 원 4,448,917 4,732,528 5,345,178

부채총계 백만 원 5,746,278 5,971,890 6,644,366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한국전력공사 % 100 100 100

주주 현황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보조금 억 원 0 0 0

정부 보조금 GRI 201-4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 백만 원 4,222,449 4,869,158 4,468,579

매출원가 백만 원 3,748,802 4,632,109 4,297,985

판관비 백만 원 112,163 96,489 95,894

영업이익 백만 원 361,484 140,560 74,701

기타수익 백만 원 4,732 4,725 5,062

기타비용 백만 원 6,123 6,580 8,044

기타이익(손실) 백만 원 (9,351) 17,914 (3,514)

금융수익 백만 원 172,248 91,572 96,549

금융원가 백만 원 311,071 215,155 249,743

관계기업과공동기업관련손실 백만 원 (63,001) (36,910) (29,81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백만 원 148,918 (3,874) (114,799)

법인세비용(수익) 백만 원 46,089 30,947 (68,182)

당기순이익(손실) 백만 원 102,829 (34,821) (46,617)

기타포괄손익 백만 원 25,771 81,217 (14,851)

총포괄손익 백만 원 128,600 46,396 (61,468)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개사 20 21 23

요약연결 손익계산서 GRI 102-45

경제적 가치 분배 GRI 201-1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경제적 가치 창출 억 원 44,640 50,214 45,982 매출과 기타 부분 수익의 합

경제적 가치
분배

협력회사 억 원 38,093 45,585 42,052
회사가 영업을 위해  
구매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 금액

임직원 억 원 2,169 2,206 2,597 임직원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주주 및 투자자 억 원 1,514 1,392 1,480 채권자에 대한 이자비용  
및 주주배당

정부 억 원 696 564 -374 재무제표 기준 조세공과금  
및 법인세 비용

재투자 억 원 2,107 401 147 향후 재투자 재원  
및 사내유보 이익

지역사회 억 원 61 66 80 지역사회에 기부한 기부금

총합 억 원 44,640 50,214 45,982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설비용량 MW 11,780 11,322 11,338

발전량 GWh 47,936 51,903 46,481

송전량 GWh 44,564 48,007 43,464

고장정지율 % 0.074 0.121 0.018

비계획손실률 % 0.066 0.118 0.030

발전운영 현황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태안화력 % 90.11 83.02 78.70

평택화력 % 91.42 93.49 93.58

평택복합 % 90.45 86.52 98.09

서인천복합 % 96.60 96.12 97.70

군산복합 % 91.89 97.39 86.58

기타 % - - -

합계 % 91.45 87.76 85.82

발전소별 평균 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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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데이터

환경 데이터
환경설비 투자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총 환경 투자비 억 원 1,438 2,596 916

환경부문 운영비 억 원 813 883 1,762

환경부문 개발비 억 원 18 31 11

합계 억 원 2,269 3,510 2,869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SCOPE 1(직접배출) 만tCO2eq 3,679 3,782 3,452

SCOPE 2(간접배출) 만tCO2eq 18 14 16

총량 만tCO2eq 3,697 3,796 3,467

원단위(송전단) tCO2eq/MWh 0.812 0.770 0.784

온실가스 배출량 GRI 305-1, 305-2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할당량 만tCO2eq 3,795 3,677 3,469

배출량 만tCO2eq 3,696 3,796 3,467

배출권거래제 이행실적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고체(석탄 등) 만tCO2eq 3,324 3,298 3,035

액체(중유 등) 만tCO2eq 78 88 40

기체(천연가스) 만tCO2eq 265 384 368

기타(석회석, 구입전력 등) 만tCO2eq 30 26 24

합계 만tCO2eq 3,697 3,796 3,467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GRI 302-1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고체(석탄 등) TJ 369,999 369,783 122,895

액체(중유 등) TJ 10,838 12,095 5,670

기체(천연가스) TJ 51,626 75,645 253,447

기타 TJ 3,796 2,858 33,186

합계 TJ 436,259 460,382 415,198

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발전용 연료

유연탄 천톤 15,567 15,715 14,030

중유 천KL 243 278 123

LNG 천톤 962 1,395 1,336

바이오중유 천KL - 4.7 -

유기성고형연료 천톤 81.7 67.7 66.9

우드펠릿 천톤 108.5 82.5 86.1

발전용수 천톤 9,410 9,093 8,719

석회석 천톤 258 277 185

약품 천톤 18.5 18 20

원료 사용량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연료 TJ 432,463 457,543 412,000

전기(기타포함) TJ 3,794 2,844 3,196

총량 TJ 436,257 460,387 415,196

원단위 TJ/GWh 9.44 7.77 7.78

GRI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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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데이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NOx 천톤 12.5 9.8 7.0

SOx 천톤 9.1 7.0 5.0

먼지 천톤 0.7 0.6 0.3

배출원단위(전기 1kWh 당 오염물질 배출량) g/kWh 0.466 0.337 0.267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COD 톤 19.7 25.5 25.8

SS 톤 7.5 8.9 10.8

T-N 톤 15.1 23.9 28.2

T-P 톤 0.395 0.237 0.269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배출량 천톤 2,093 2,250 1,707

재활용량 천톤 2,149 1,581 1,322

재활용률 % 103 70 77

발전부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 발전부산물 : 정제회, 매립회, 탈황석고, 황산

사회 데이터
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사무
신입 명 24 12 4

경력 명 1 0 0

기술
신입 명 155 109 143

경력 명 0 0 0

기타
신입 명 18.75 19.75 14.25

경력 명 0 0 0

직원 채용현황 GRI 401-1

GRI 102-8, 405-1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총인원 명 2,354 2,438 2,505

고용형태별 정규직
남 명 2,067 2,143 2,202

여 명 287 295 303

여성현황

여성비율 % 12.2 12.1 12.1

여성관리자
(차장급이상) 명 30 35 45

여성관리자비율 % 9.6 10.9 11.3

사회적 형평 채용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여성 명 32.5 16.25 20.5

장애인 명 4.75 9.75 7

비수도권 지역인재 명 89 63.75 87.25

이전지역 지역인재 명 22 15 24

고졸인력 명 24.75 20.75 22

GRI 405-1

GRI 306-3, 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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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데이터

노동조합 가입 현황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산휴가(여직원) 사용자 명 15 20 20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명 72 74 68

육아휴직

남자 명 7 11 25

여자 명 50 53 56

휴직후 복직률 % 98.24 100 100

GRI 401-3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적용 대상 직원 수 명 1,658 1,707 1,782

가입 직원 수 명 1,615 1,596 1,734

노동조합 가입비율 % 97.4 93.5 97.3

고용안정성 GRI 401-1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근속연수 개월 180 175 175

이직률 % 0.8 1.9 1.7

중소 협력사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담실적 백만 원 210 252 124

계약실적 백만 원 45 48 8

지원기업 개사 95 102 89

임직원 교육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1인당 교육훈련시간 시간 118.47 110.75 118.84

1인당 교육비 천 원 2,750 2,722 2,596

교육예산 억 원 58.4 61.4 61.6

교육인원 명 21,730 20,255 22,863

계약 투명성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계약 건 1,233 1,186 1,187

수의계약 건(%) 343(28) 344(29) 488(41)

경쟁입찰 건(%) 890(72) 842(71) 699(58)

전자입찰 집행실적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입찰 건 1,233 1,186 1,187

전자입찰 건 1,230 1,168 1,185

전자입찰비율 % 99.7 98.5 99.8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중소기업 제품 억 원 2,749.1 3,470.4 2,977.1

기술개발 제품 억 원 257.9 291.2 309.8

여성기업 제품 억 원 309.2 354.2 350.4

장애인 제품 억 원 63.3 70.8 86.6

사회적 책임 구매

GRI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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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기부금 및 봉사활동

산업재해율(고용노동부 발표기준)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가산업재해율 % 0.48 0.54 0.58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율 % 0.40 0.53 0.59

한국서부발전
발주공사

산업재해율 % 0.13 0.16 0.05

질병재해율 % 0.02 0.02 0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기부금 억 원 61 66 80

임직원참여기금 집행실적 억 원 1.4 1.29 1.13

봉사활동인원 명 2,046 1,932 1,982

봉사활동시간 시간 35,710 33,377 36,006

1인당 봉사시간 시간 17.45 17.28 18.17

지역사회 투자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억 원 32.0 30.0 35.9

소외계층 에너지복지 억 원 1.9 6.5 9.3

온누리상품권 구매 억 원 7.4 6.6 8.3

임직원 안전

구분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사망만인율 % 0 0 0

안전사고발생건수 건 0 0 1

GRI Standards Index

Topic
Disclosure

페이지
No. Title Core

GRI 102 : Organizational profile

102-1 조직명 O 8

102-2 활동,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O 8
102-3 본사 위치 O 8
102-4 사업지역 O 12~19
102-5 소유 구조 및 법적 형태 O 8
102-6 시장영역 O 12~19
102-7 조직의 규모 O 8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O 95
102-9 조직의 공급망 O 20~21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O 10~11
102-11 예방 원칙 또는 접근 O 30~31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O 104~105
102-13 협회 멤버쉽 O 107

GRI 102 : Strategy
102-14 최고 의사결정권자 성명서 O 4~5
102-15 주요 영향, 위험과 기회 30~31

GRI 102 : Ethics and integrity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O 26~27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26~27

GRI 102 : Governance

102-18 지배구조 O 24~25
102-22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구성 24~25
102-23 최고 의사결정기구 의장 24
102-27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집단지식 24~25
102-29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식별 및 관리 25
102-3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주제에 대한 검토 25
102-34 주요안건 총 수 25

GRI 102 : Stakeholder engagement

102-40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O 32~33
102-41 단체협약 O 88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O 32~33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접근법 O 33
102-44 주요 주제 및 문제 제기 O 33

GRI 102 : Reporting practice

102-45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entities O 90
102-46 보고서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O 3
102-47 중대성 토픽 리스트 O 35
102-48 정보의 재기술 O 2
102-49 보고의 변화 O 2
102-50 보고 기간 O 2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O 2
102-52 보고 주기 O 2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O 2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O 2
102-55 GRI 인덱스 O 99~100
102-56 외부 검증 O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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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Topic
Disclosure

페이지
No. Title Core

GRI 103 : Management Approach 103-1 중대성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35

GRI 201 : Economic Performance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41~44, 91

201-2 기후변화로 인한 재정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42~44
51~52

201-4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 90

GRI 203 : Indirect Economic Impacts 
203-1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42, 78~81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40, 70~76,
78~79

GRI 205 : Anti-corruption
205-1 부패 위험 평가 26~27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26~27

GRI 302 : Energy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93

GRI 303 : Water 303-1 공유자원으로서의 물과의 상호작용 54

GRI 305 : Emissions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92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92

305-5 온실가스 감축 51~52

GRI 306 : Waste

306-2 폐기물 관련 주요 영향 관리 55

306-3 폐기물 발생 55, 94

306-4 폐기물 재활용 55, 94

GRI 401 : Employment
401-1 신규채용과 이직 95~96

401-3 육아휴직 96

GRI 403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1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59~60

403-2 위험원 식별, 위험 평가 및 사고 조사 60~63

403-3 직업건강서비스 59

403-5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62

403-6 근로자 건강증진 59

403-7 사업과 연결된 산업보건 및 안전 영향 예방 및 완화 59~63

GRI 404 : Training and Education
404-1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 시간 84, 97

404-2 근로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84~85

GRI 405 :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직원의 다양성 85

GRI 412 : Human Rights Assessment 412-2 인권정책 또는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29

GRI 413 : Local Communities 413-1 커뮤니티 참여, 영향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 운영 77~81

GRI 414 : Supplier Social Assessment 414-2 공급망에서의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 및 취한 조치 59~60

검증대상
한국서부발전㈜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명세서

검증기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NGMS에 배포된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절차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및 NGMS에 배포된 모니터링 계획서에 절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었고, 검증의 보증 수준은 합리적 보증 수준을 만족하도록 수행되었음.

검증의 한계
본 검증은 “규정된 지침 및 NGMS에 배포된 모니터링 계획서 등”을 검증 기준으로 한국서부발전㈜에서 제공한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관련  
데이터와 정보, 이의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인정한 검증계획에 따라 샘플링 방법을 적용하였음. 따라서 샘플링의 한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검출 오류에 대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검증의견
-  중요성평가 결과 : [(검증 후 최종결과 값 – 명세서 결과값)/(명세서에 최종확정 보고된 업체 온실가스 총배출량)]X100. 

[(34,673,737-34,673,737)/34,673,737]X100 = 0%
- 한국서부발전㈜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는 중요성 기준을 만족하며 전반적으로 정확한 매개변수와 활동자료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음.
-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명세서에 기술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정”한 것으로 결정함.

종합적인 의견
한국서부발전㈜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 작성, 보고되었으며, 주요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누락  
없이 산정 보고되었음을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음.

온실가스 명세서

2020년 03월 06일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김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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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한국서부발전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의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한국서부발전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한국서부발전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2008) 
및 KMR 글로벌경영위원회의 SRV100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Moderate Level의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및 대응성(Responsiveness)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검증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기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GRI Standards 보고 원칙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특정주제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 201-1, 201-2, 201-4
- 간접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 203-1, 203-2
- 반부패(Anti-Corruption) : 205-1, 205-2
- 에너지(Energy) : 302-1
- 용수(Water) : 303-1
- 배출(Emissions) : 305-1, 305-2, 305-5
- 폐수 및 폐기물(Effluents and Waste) : 306-2, 306-3, 306-4
- 고용(Employment) : 401-1, 401-3
-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 403-1, 403-2, 403-3, 403-5, 403-6, 403-7
-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 404-1, 404-2
- 다양성과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 405-1
-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 412-2
-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 413-1
- 공급업체 사회평가(Supplier Social Assessment) : 414-2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한국서부발전의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고서 검증 의견서

검증절차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중대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검토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에 대한 검토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서부발전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본 검증팀은 한국서부발전의 보고서에서 아래 기재된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증 범위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가 적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성ㅣ한국서부발전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ㅣ한국서부발전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파악된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ㅣ검증팀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해서 한국서부발전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팀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경영인증원은 한국서부발전이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제품별 중장기 투자계획 및 발전연료 로드맵 제시, 국내 최초 수소생산 사업화 기반 구축 등 지속적인 재무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업안전과 재난안전을 구분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안전사고 등 부정 이슈에 대해 균형 있게 보고한 점이 돋보입니다. 
향후, 보고 주기를 1년으로 변경하여 정보의 적시성을 높이고 정량성과 중심의 보고를 강화하여 보고서의 명확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길 권고 
드립니다.

검증의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한국서부발전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07월 15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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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주요 연계 활동 페이지

Goal 1 : NO POVERTY
빈곤의 종식

• 시니어 사회적 일자리 제공
• 농어촌 마을재생사업 추진 79~80

Goal 2 : ZERO HUNGER
기아의 종식

• 발전소 온배수 활용 스마트팜 구축
• WP 소셜 플라워 78

Goal 3 : GOOD HEALTH AND WELL-BEING
건강과 복지

• 발전소 현장 위험요소 개선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59~60

Goal 4 : QUALITY EDUCATION
양질의 교육

• 서부 위피스쿨
• 꿈너머꿈 진로멘토링 80

Goal 5 : GENDER EQUALITY
성평등

• 여성관리자 및 여성채용 확대
• 임원임명 양성평등 목표제 시행 85

Goal 6 : CLEAN WATER AND SANITATION
깨끗한 물과 위생 • 폐수 무방류 54

Goal 7 : AFFORDABLE AND CLEAN ENERGY
지속가능한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
• 수소생산 사업화 기반 확보 43~45

Goal 8 :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 국산 가스터빈 실증건설 기반 조성 67~69

Goal 9 :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혁신과 인프라 구축

• 발전기자재 국산화 기반 조성
• 4차산업 혁신기술 생태계 육성

45~47,
75~76

UN SDGs 지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UN SDGs)는 2015년에 종료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 이후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채택한 최대의 공동목표 입니다. 빈곤, 질병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경제·환경·안전·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17개의 글로벌 우선순위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GRI 102-12

UN SDGs 연계 활동

한국서부발전은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기업으로서 UN SDGs를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내에서  
핵심사업의 전략과 SDGs를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선정하고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주요 연계 활동 페이지

Goal 10 : REDUCED INEQUALITIES
불평등 완화

• 사회형평적 채용
•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모델 구축 68, 79

Goal 11 :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 사회혁신 체인지메이커 77

Goal 12 :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
• 대기환경 정보 공개 53~54

Goal 13 : CLIMATE ACTION
기후행동

•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추진
• CCU 기술 확보 및 실증 51~52

Goal 14 : LIFE BELOW WATER
해양 생태계 보호 • 수·폐수공정 신기술 도입 54

Goal 15 : LIFE ON LAND
육상 생태계 보호

• 자원순환형 발전소 운영
• 발전소 부산물 재활용 확대 55

Goal 16 :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

• 윤리경영선진시스템 구축
• 선순환 인권 생태계 운영시스템 구축 26~28

Goal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지원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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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실적 및 협회가입 현황

수상년도 수상명 시상기관

2015 정부3.0 공공기관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2015 201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 지속가능성지수 1회 산업통상자원부

2015 2015년 한국의 경영대상 경영품질분야 대상 한국능률협회

2015 2015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국가기술표준원

2015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동시 수상) 국민안전처

2015 신기술 실용화(대통령상) 산업통상자원부

2015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부문(보건복지부 장관상) 보건복지부

2015 일자리창출&청년해외진출(K-Move) 유공자 포상(대통령상) 고용노동부

2016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우수기관 표창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2016 AEO제도 활성화 공로상(관세청장상) 관세청

2017 2017년도 나눔실천 유공자 충남도지사 표창 충청남도

2017 2017년도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기획재정부·일자리위원회

2017 민관협력부문 단체(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2017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기관(대통령상) 행정안전부

2017 제5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 중소벤처기업부

2017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산업통상자원부

2017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인사혁신처

2017 일자리 창출 부위원장상 일자리창출위원회

2017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2017 열린혁신 산업통상자원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2018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2018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교육부 장관상 수상) 교육부

2018 2018 국가산업대상(고용친화 부문 대상) 산업정책연구원

2018 2018 대한민국 일자리 100대 으뜸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2018 제12회 국가지속가능경영 대상(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4차 산업혁명 파워코리아 대전(스마트기업 리더상)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2019 2019년도 동반성장 주간행사(협력이익 공유제 우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2019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국제발명특허대전 전력그룹사부문 금상) 한국전력공사

2020 2020 국가산업대상(환경경영, 제조품질 부문 대상, 2년연속) 산업정책연구원

분야 협회명

사회공헌 한국메세나협회

경영혁신
한국제안활동협회

한국능률협회

발전기술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4차산업 한국PHM학회

경영경제
한국중소기업학회

서산상공회의소

건설

대한전기협회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사)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전남풍력발전협회

한국플랜트학회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

한국대댐회

사업개발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기타

전력포럼

에너지미래포럼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학회

품질혁신

미래혁신연구회

한국명장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경영학회

안전

대한간호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경제교육연구원

재난 한국안전인증원

기후환경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협회 

배출권시장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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