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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간�및�범위

보고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해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의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까지의 활동 성과를 담았습니다. 정량적인 성과의 경우 

추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최근 3개년도 데이터를 기재하였습니다. 연간 변화가 있는 

데이터는 회계결산일(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고, 별도 데이터 수집 기간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사와 현장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공개된 데이터의 일부는 해외사업, 공급망의 

일부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원칙�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국제 지속가능경영보고 

지침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 기준(Core Option)을 

준수하였으며, 유엔글로벌 콤팩트 원칙과 K-ESG, ISO 26000의 주요 아젠다, SASB, 

TCFD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재무성과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

IFRS)에 따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보고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았으며 그 결과는 검증의견서에 수록하였습니다.

추가�정보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홈페이지(https://www.iwest.co.kr/)를 통해서 열람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내·외부에 알리고,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귀 기울이기 위해 2006년 첫 보고서 발간 이래 격년 주기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ESG 경영을 포함한 비재무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를 

한 권에 통합하여 보고함으로써 ESG 경영 활동과 이행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한국서부발전의 경영 현황과 새로운 

기업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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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을 사랑해주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례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큰 시련을 겪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지금, 

한국서부발전은 인간과 환경과의 ‘공존’(E), 사회에 대한 ‘존중’(S),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경영을 통한 ‘공감’(G)을 위해 적극적으로 

ESG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9번째로 발간하는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알려드리고 더 큰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생명·안전의 존중을 최우선의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안정적 전력공급은 한국서부발전의 최우선 

사명입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 예방중심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인력·예산 등을 보강하고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여 현장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과 기준을 지키고 그 이상을 실행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서부만의 단호한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차별화된 기술역량을 통해 에너지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은 더 이상 후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친환경 LNG복합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최초의 한국형 가스터빈을 적용한 김포열병합 및 

구미·공주·여수에 석탄대체 청정복합을 건설 중입니다. 또한, 영광낙월지역에 

대규모 해상풍력을 착공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수소혼소 가스터빈 실증과 차세대 수전해 기술개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CUS 등 저탄소 신기술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중심의 ESG 경영으로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코로나19 극복 및 당면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펼쳐나감과 동시에 ESG경영이 협력사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6월에는 이사회 내부에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비상임이사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ESG현안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과 환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정보공개, 전 구성원의 청렴윤리 실천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에 바탕을 둔 ESG경영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더하겠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및 인플레이션 지속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은 경영성과 창출 및 위기극복을 위한 ‘New Turn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전사적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 중심의 사업기능 조정과 내부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부채감축 및 핵심업무와 무관한 자산매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정비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2021년 한국서부발전의 노력을 담은 이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소통채널이 되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한국서부발전의 

도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CEO Message

탄소중립과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2022년 9월 

한국서부발전 사장 박형덕

“
한국서부발전은소통과공감,안전과기술을바탕으로

발전산업의새로운미래를개척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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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소개

한국서부발전�개요

한국서부발전은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 설립된 발전 공기업입니다. 태안발전본부를 비롯해 

평택, 서인천, 군산 등 4개 발전단지에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약 8.5%에 해당하는 11,441M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하여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공기업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회공공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 �����년���월�기준�

기관명 한국서부발전 설립일 ����년���월���일

법인�형태 주식회사 본사�위치 충청남도�태안군�태안읍�중앙로����

기관장 박형덕 조직�및�인원 �본부��처��실��부����개�사업소�������명�정원�기준�

법적근거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발전운영
����������
�국내�총�설비용량의�����점유������년�말�기준�

주요�사업
전력자원의�개발��발전�및�이와�관련되는�사업��
종합감리업��건설사업관리�등

주주�구성 한국전력공사����

재무현황
��자산�����조���
��억�원�연결�기준�����조������억�원�별도�기준�� ��자본����조������억�원�연결�기준����조����
�억�원�별도�기준�
��매출����조��
억�원�연결�기준����조������억�원�별도�기준�

������������������
한국서부발전은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에너지 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RPS 의무이행비율 상향에 

따라 2035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3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산업 선도, 재무 안정성 기반 지속성장 지향, 국민신뢰 

중심 공공가치 창출의 3대 전략 방향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KOWEPO 주요 연혁

KOWEPO Vision 2035 전략체계

신재생 RE3535
’��년

설비용량�1,276��

신재생�발전량�비중�6.6

’��년

설비용량�5,106��

신재생�발전량�비중�27

’��년

설비용량�6,814��

신재생�발전량�비중�35■�풍력

■�연료전지

■�태양광

■�기타�	�����소수력�등�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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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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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친환경 전원으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해 발전공기업으로서 대규모 신재생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자,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 RE3535」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 및 연료전지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을�위한��������
신재생�사업�포트폴리오

2005
���� 태안�태양광�발전설비�준공

2001
����� 한국서부발전�설립

2002
����� 태안���
호기�종합�준공

2004
� �� 군산화력�폐지

2016
���� 서인천�연료전지��단계�����준공

���� 태안�수상태양광�발전설비�준공

 ��� �년�연속�한국아이디어경영대상�수상

2018
� �� 서인천�태양광��단계�발전설비�준공

��� 서부발전연구소�개소

���� 대한민국�고용친화�모범경영대상�수상

2019
���� 국가산업대상�대상�수상�환경경영��제조품질�
���� 서인천�연료전지��단계������준공

���� 서인천����급�태양광�연계�����준공

 ��� 서인천�보조보일러�연료전환�및�성능개선공사�준공

2021
��� �	����연속운전�세계기록�경신�

������������������������연속운전������시간�돌파�
���� 서인천�연료전지��단계������준공

 ��� 합천댐�수상태양광발전사업�준공

2020
���� 평택기력�청정�연료�전환

���� 서인천�연료전지��단계������준공

2007
���� 태안���
호기�탈질설비�준공

���� 태안����호기�준공

2008
���� ��삼랑진태양광발전소�종합�준공

2010
���� 군산복합화력발전소�준공

2014
 ��� ��서인천�연료전지��단계��������준공

2015
���� 태안화력��호기�시운전�돌입

���� 태안�이전�본사�입주

 ��� 	����가스화�플랜트�최초�점화�성공

  �� 화순풍력�������준공식

2017
���� 서인천�태양광��단계�발전설비�준공

  �� 동반성장�단체부문�대통령상�수상

 ��� 태안�����호기�준공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

비전

최고를 향한 열정

핵심가치

성장을 위한 도전 생명·안전의 존중 상생을 통한 신뢰

전략과제
•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선제적 감축

•   포용적 사업모델 기반 국내 신재생 확대 가속화

•   디지털 · 그린 신기술 연계 신재생 운영체계 혁신

•   발전설비 환경성 지속 강화 및 순환경제 활성화

•     최적의 사업부지 확보를 통한 대체복합 적기 건설

•     에너지 시장변화 탄력 대응 경제적 연료조달 체계 구축

•     생산성 · 안정성 균형의 국내화력 운영체계 고도화

•     수익성 중심의 해외사업 및 수소기술 활용 신사업 확대

•   예방중심 안전의식 내재화 및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지향 실효적 사회공헌 확대

•   혁신수요 창출을 통한 중소기업 자생기반 강화

•   윤리준법시스템 강화 및 소통과 참여의 공감경영 실현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선도

전략방향

재무�안정성�기반�지속성장�지향 국민신뢰�중심�공공가치�창출

온실가스�감축률� 55%
신재생발전량�비중� 35%
미세먼지�저감률� 90%

경영목표
매출액�부채비율������ 7.9조 원
청정복합�설비용량� 10GW
해외�신사업�매출액� 1.4조 원

산업재해율� 0%
동반성장평가� 최고등급

청렴도평가� 1등급

미션

우리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회공공의 발전에 기여한다.

신재생��
개발�사업단

해외�
사업소

태안�
발전본부

평택�
발전본부

서인천�
발전본부

군산�
발전본부

김포�
건설본부

구미�
건설본부

여수복합�
건설�추진단

공주�복합�
건설�추진팀

신재생�건설�
사업단

서부발전�
연구소

성장사업본부

기획관리본부

기술안전본부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안전경영실

산업안전부

예방안전부

재난안전부

사장 상임감사위원

감사실

감사전략부

총괄감사부

청렴감찰부

커뮤니케이션실

신재생사업처 해외신사업처 조달협력처 기획처 관리처 정보기술처 발전처 건설처 환경기술처

신재생총괄실

태양광사업부

풍력사업부

신재생운영부

사업금융부

에너지신사업부

해외총괄부

해외개발�부

해외개발�부

연료조달부

���부

계약자재부

동반성장부

기업성장응답센터

기획조정실

예산자금실

회계세무부

내부회계통제부

성과관리부

경영지원부

인사운영부

노사협력실

상생혁신실

윤리준법부

정보보안실

디지털기획부

	��운영실

비상계획부

발전계획부

발전운영실

전력거래실

품질경영부

전원기획실

기계부

전기제어부

토건부

환경운영실

탄소중립전략부

수소기술사업부

연구개발부

조직도

��조���
��억�원

총�자산�연결�기준�

�조��
억�원

매출액�연결�기준�

��������

설비용량

���������

전력거래량

�’���
����기준�

2012
  �� ��발전사�최초�카본�트러스트�스탠다드�재인증

  �� ��태안화력�����호기�착공

2006
���� ��서인천�가스터빈�성능개선공사�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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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사업

한국서부발전은 친환경 전원으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해 발전공기업으로서 대규모 신재생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자, 2035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재생 RE3535」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전운영사업

한국서부발전은 태안발전본부를 비롯하여 평택, 서인천, 군산 등 4개 발전단지에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약 8.5%에 해당하는 11,441MW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전소 환경설비 보강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2035년까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90% 감축하여 최고 수준의 친환경 발전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포열병합건설사업을 시작으로, 태안 #1~6호기 폐지에 따른 대체 복합건설사업을 추진하여 

동부(구미), 중부(공주), 남부(여수)를 아우르며 서해안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사업자로 뻗어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태양광 소수력연료전지 ��� ���풍력

�’���
����기준�

기존�발전소 준공�예정

서인천발전본부

설비용량� ����������신재생��������포함�
준공연도� ���������년

발전원� �����연료전지��태양광�����

김포열병합�건설사업

설비용량� �����
건설기간� ��������������

강원권�신규복합�건설사업��
�태안����대체�

설비용량� �����
건설기간� ���������������

구미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
�태안����대체�

설비용량� �����
건설기간� ���������������

여수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
�태안����대체�

설비용량� �����
건설기간� ���������������

공주천연가스발전소�건설사업�
�태안����대체�

설비용량� �����
건설기간� ���������������

평택발전본부

설비용량� ����������신재생�������포함�
준공연도� ���������년

발전원� �����중유��태양광�����

태안발전본부

설비용량� 
���
�����신재생���
�����포함�
준공연도� ���������년

발전원� 석탄��태양광��소수력

군산발전본부

설비용량� ��������신재생�����포함�
준공연도� ���������년

발전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총�����
��
준공연도

���������년

발전원

태양광��풍력��연료전지��기타

남양주�왕숙열병합�건설사업

설비용량� �����
건설기간� �������������

태양광�������������개소�

��충남�태안발전부지�내��개소��������� ��경기�평택��개소�������

��경기�안산��개소�������� ��충남�세종��개소�������

��아산시�폐기물�매립장�������� ��서인천발전부지�내��개소�������

��전북�군산태양광���������
��

��전북�군산복합���
�
�

��경남�삼랑진�������

��전남�영암�에프원�태양광������
�

��전남�고흥�태양광�������

���
�태양광설비�������������개소�

������대구�하수처리장���
���

������세종시�행복도시����
��

������동두천����
��

������켑코솔라�햇빛새싹��
��
��

������밀양태양광�������

������해모둠���해나눔��
�����

������충남�삼양��������

������전남�무안�동산리��������

������전남�신안�안좌��
�����

������전국�롯데마트����
��

������군산�새만금�육상��������

������합천댐�수상��������

����
����설비�����������개소�

��안면도�삼양�연계��������

��해나눔펀드�태양광�연계�

�����

��무안�동산리�태양광�연계��������

��신안�안좌�태양광�연계��������

����
�풍력설비���������개소�

������서남해�해상풍력�����

연료전지�������������개소�

��서인천발전부지�내����단계��
�����

��천안�청수�������

��대전�학하�
��
��

��철도시설공단�의왕�������

��화성�남양��단계��������

풍력�����������개소�

��전남�화순풍력��
���

��전남�장흥풍력������

소수력�및�기타����������개소��	������
������

��태안�소수력����단계�������� ��태안�	������
�����

���������������개소�

��세종�은하수�태양광�연계�������

��태안�태양광�연계�������

��기존�사내���외�태양광�연계��������

��고흥�태양광�연계�������

��화순풍력�연계�������

�’���
����기준�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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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세남노이 수력

세남노이�수력발전소는�볼라벤�고원과�메콩강�지류인�세남노이강과�세콩강�
유역에�건설된�수력발전�사업으로서��사업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공동개발사��
사업소재지인�라오스정부��전력구매자인�태국전력공사�등과�계약관계를�통해�
개발을�진행하였습니다�

호주 베네튼 태양광

호주�배네튼�태양광은�최초의�해외�태양광�개발사업으로��한국서부발전은�
의�
지분투자를�통해�안정적인�수익을�확보하였습니다��빅토리아주�배네튼�지역의�
�����급�태양광발전소로�����년���월�준공하였습니다�

핀란드 아담스 풍력

핀란드�아담스�풍력발전단지는�헬싱키�북쪽으로�

� �떨어진�오울루시�인근에�
위치해�있으며������년��월부터�상업운전을�개시해���기의�풍력발전기가�가동�
중으로�핀란드�정부로부터�높은�발전차액지원��	��������	����������요금을�적용받고�
있습니다�

사우디 라빅 중유화력 O&M

라빅�프로젝트는�사우디전력공사가�발주한�첫�번째�	��사업으로서��한국서부발전은�
국내�발전회사들과의�경쟁을�통해�라빅�프로젝트의�사업�수주에�성공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준공�후���년으로����년간�안정적�수익창출을�기대할�수�있으며�
특히�사우디�진출은�국내�전력사로는�최초�진출이란�측면에서�남다른�의미가�
있었습니다�

해외사업�
한국서부발전은 탈석탄이 가속화되고 있는 해외 발전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석탄발전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ESG경영 패러다임과 신재생 발전사업을 집중 개발하는 방향으로 「2035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롤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용량 사업기간

운영

라오스�세남노이�수력 ���㎿ �����������
���

인도�마하라쉬트라가스복합 ���㎿ ���
����������


호주�베네튼�태양광 ���㎿ ���������������

라오스�세남노이�수력���� ���㎿ �����������
���

사우디�라빅중유화력���� �����㎿ ���������������

베트남�응이손���기술자문 �����㎿ ��������������


호주�물라벤�석탄광산�지분투자 ��백만�톤�년 ��������

인니����해상선적터미널 �백만�톤�년 ���������������

인니�바얀리소서석탄광산�지분투자 ��백만�톤�년 ���
����

핀란드�아담스�풍력 ��㎿ ���������������

스웨덴�클라우드�풍력 ���㎿ ���������������

개발�

스페인�로사�태양광 ���㎿ 준공�후���년

호주�우동가�태양광 ��㎿ 준공�후���년

인니�발로이�가스엔진 ��㎿ 개발�중

오만�마나�태양광 ���㎿ 준공�후���년

대만�유린�태양광 ��㎿ 준공�후���년

라오스�세남노이�수상�태양광 ���㎿ 개발�중

운영 개발

라오스�세남노이�수력����
라오스�세남노이�수력�����

����㎿� �� 개발�중�

베트남�응이손���기술자문�
������㎿� �� ��������������
�

호주�물라벤�석탄광산�지분투자�
���백만�톤�년� �� ���������

인니�����해상선적터미널�
��백만�톤�년� �� ����������������

호주�베네튼�태양광�
����㎿� �� ����������������

인니�바얀리소서석탄광산�지분투자�
���백만�톤�년� �� ���
�����

사우디�라빅중유화력����
������㎿� �� ����������������

인도�마하라쉬트라�가스복합�
����㎿� �� ���
����������
�

스웨덴�클라우드�풍력�
����㎿� �� ����������������

라오스�세남노이�수상�태양광�
����㎿� �� 준공�후���년�

대만�유린�태양광�
���㎿� �� 준공�후���년�

호주�우동가�태양광�
���㎿� �� 준공�후���년�

스페인�로사�태양광�
����㎿� �� 준공�후���년�

오만�마나�태양광�
����㎿� �� 준공�후���년�

인니�발로이�가스엔진�
���㎿� �� 개발�중�

핀란드�아담스�풍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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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소개 발전운영 신규건설

한국서부발전의 핵심 발전소이자 우리나라 표준화력발전소의 모델인 

태안발전본부는 설비용량 6,486.8MW 규모로 서부발전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설비와 기술력으로 

깨끗하고 질 좋은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해안�시대의�중심��태안발전본부

평택발전본부는 1,400MW의 기력발전과 868.5MW의 복합화력 등 

총 2,391.4MW 발전설비를 갖춘 수도권 최대의 허브 발전소입니다. 

설비운전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과 환경설비로 수도권 전력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친환경 발전소입니다.

수도권�전력공급의�중추��평택발전본부

김포건설본부는 서부발전 최초의 집단에너지사업인 김포열병합 

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500MW급 전기와 281Gcal/h의 열 

생산능력으로 완공 후 수도권 50만 세대에 전기와 김포 7만 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 착수 후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한국서부발전�최초�집단에너지사업��김포열병합발전소

한국서부발전은 2020년 4월 구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구미지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000억 원을 

투자해 구미 하이테크밸리 14만 7,000m2 부지에 500MW 규모의 

LNG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2021년 3월 

태안 1호기 대체 LNG복합 건설의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사업부지로 

구미지역을 선정함으로써 석탄발전 대체 복합 

건설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시대를�향한�첫�걸음��구미천연가스발전소

인천국제공항의 관문인 영종대교 인근에 위치한 서인천발전본부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1,879.1MW 설비와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를 갖춘 친환경발전소입니다. 전력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가동하고 정지할 수 있는 최첨단 설비로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친환경 발전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최대�청정에너지�발전소를�향해��서인천발전본부

군산 시내에 조성된 군산발전본부는 철저한 환경관리와 청정연료 

사용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한 친환경 발전소이자, 테마파크 조성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발전소입니다. 최신기종(G-Class)을 

적용한 가스터빈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발전효율을 자랑하며, 

719.9MW 설비용량을 갖춘 LNG 발전소로 전북지역 전력수요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심형�발전소의�모범��군산발전본부

여수는 건설부지에 LNG터미널이 조성 중이어서 향후 LNG 직도입 

연계가 용이하고, 냉·온배수를 상호 보완적으로 이용할 경우 탁월한 

경제성을 예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2020년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미에 이어 두 번째로 건설사업 추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7,000억 

원을 투자해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에 500MW급 LNG복합발전소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함으로써 태안화력 3호기 대체 복합부지 

확보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터미널과�협업하여�시너지�창출��여수천연가스발전소

한국서부발전은 남공주 산업단지를 사업부지로 선택하고, 2020년 

11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7,000억 원을 투자해 남공주 산업단지 9만 9,000m2 

부지에 태안 2호기를 대체하는 500MW급 천연가스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서부발전은 서해안 

일변도에서 벗어나 동부(구미), 중부(공주), 남부(여수)를 아우르는 전국 

단위 사업소 시대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전국�단위�사업소�시대의�서막��공주천연가스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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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

한국서부발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정책에 동참하고, 

미래에너지 기술 선점과 회사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사업을 추진하여, 2005년 8월 발전사 최초로 12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태안에 준공한 것을 시작으로 ’21년 말 현재 태안발전본부 

내 총 17.3MW, 전체 48MW의 태양광 자체설비와 433MW의 태양광 

SPC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함께 CDM 

사업의 일환으로 태안화력 배출수를 활용한 2개의 소수력 발전설비 

(7.2MW)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출발��태안�태양광�발전�설비

화순풍력은 별산 일원의 임야 일원 6만 3,043m2에 풍력발전기 

2MW급 8기를 설치한 사업으로서, 이 지역은 산지가 많고 일정한 

양의 바람이 부는 지리적 특성으로 기존 임도를 이용하여 산림 훼손을 

최소화한 풍력발전단지 모범개발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 풍력은 설비용량 18MW로서 ’20년 11월 장흥군과의 MOU를 

시작으로 11년만의 준공이라는 대장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돌입하였으며, 화순풍력 이후 6년만의 자체 풍력설비 준공과 더불어 

향후 해상풍력의 기틀이 될 한국서부발전 최신의 풍력설비입니다. 

육상�풍력�벨트�구축��전남�화순장흥�풍력발전

연료전지 발전방식은 연소과정 없이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어서 발전효율이 높고 소음과 분진 등이 

거의 없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 RE3535」 

추진계획에서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이며, 2035년까지 

804MW로 설비용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발전소 유휴부지 

활용에 이어, 대도시 열수요처 연료전지 개발, 지자체·민간 공동개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소가�없는�발전��서인천�연료전지�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는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ESS를 이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한국서부발전의 

사업과 연계하여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일조하게 됩니다. 또한 ESS를 

활용한 에너지 공유 모델을 통해 수익을 주민과 공유,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연계를�통한�시너지�창출��에너지저장장치����

서부발전연구소는 국내·외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보일러·터빈·전기 기술지원 분야와 제어·성능·연소 

연구개발 분야로 나눠 다양한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이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에너지기업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지원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기술지원과�연구개발의�첨병��서부발전연구소

기술지원 연구개발

보일러

��보일러�및�배관�입력부�상태�진단

��보일러�열응력��열팽창�및�열유동�해석

��용접설계��용접�시공�상태�진단��수명진단

��보일러�성능개선�������������수행

터빈

��터빈설비�분해�정비�기술지원��손상진단

��회전체�진동분석�및�교정��축�정렬�기술

��가스터빈�고온부품�상태진단��연소기�튜닝

��터빈설비�수명진단��평가

전기

��대용량�발전기�및�전력설비�진단��정비

��전력전자설비�건전성�진단

��전력계통�보호시스템�설계�및�진단

��고전압�전기설비�고장진단��분석

��발전설비�제어기�튜닝��시험

��발전�신기술�개발�및�선진기술�습득��전파

��자동제어설비�고장진단��해석

��빅데이터��	���등��차산업기술기반�신기술�연구

제어

��발전플랜트�종합�열성능�진단�및�성능향상

��발전설비�준공후�인수성능시험��비용평가�시험

��해외�����발전설비�성능진단��투자�분석

성능

��청정발전�연소특성�평가�및�해석

��보일러�전산유체해석�������연소장애�해소

��청정발전�	�����연소기술�개발

��환경설비�성능진단��성능개선

연소

서부발전연구소

수소 암모니아  
연소기술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자원순환

디지털 기반  
설비 운영

가스터빈 
국산화

5대 
핵심기술

발전분야�고유가치�실현 친환경발전�연구개발

▶�발전설비�신뢰도�향상기술

��기계��전기설비�고장감시�기술

��성능진단�및�효율관리�기술

���������비파괴검사�기량검증�시스템

▶�신재생에너지�적용기술

��������연계�복합화력�하이브리드�
발전기술

����연료전기�최적운영�및�정비기술���
�����이용�기술

▶�미세먼지�저감기술

����석탄화력�배기가스�응축성�미세먼지�
저감기술

▶�저탄소�청정�발전기술

��가스터빈�최적�운영�및�정비기술

��수소�및�암모니아�혼소�기술

����석탄가스화�슬래그�재활용�기술

15한국서부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14 Sustainability Overview



첨단장비를�활용한�잠재고장�사전�예방

기존의 예측진단 시스템은 고정형 계측센서 정보만을 취합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장의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고정형 센서가 없는 사각지대 위주로 첨단장비를 

활용한 설비 데이터를 취득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본사 예측진단센터에서 진단엔진 및 AI 솔루션을 

활용하여 통합분석함으로서 잠재고장을 사전에 예방한 결과, 2021년에는 창사 이래 최저 고장정지율을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측정 데이터 연계 예측진단 체계 구축

열화상

진동
통합진단�

��

서버

초음파

2 � 측정�데이터���화�및�전송

진단장비별�데이터�축적

예측�진단�엔진 �	�솔루션

통합진단�
��

3 � 본사�예측진단센터�통합분석

진단엔진�및���솔루션�활용

1 � 첨단장비�활용�설비�데이터�취득

고정형�센서가�없는�사각지대�위주

경제적�정비모델�개발�및�원가�경쟁력�확보

한국서부발전은 신뢰도 기반의 예방정비 시행주기와 품목 최적화를 통해 경제적 정비모델을 개발하고 

계획예방정비공사 최적화를 통해 정비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비예비품을 공동 운영하고 제작사와의 

전략적인 구매를 통해 재무적 부담 없이 설비신뢰도를 향상시켰으며, 일률적이었던 계획예방정비를 단위 

설비별 운전시간을 고려하여 정비주기를 조정함으로서 정비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설비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스터빈 로터 정비의 기술자립을 추진하여 글로벌 복합발전 정비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발전운영 전반에서 에너지절감 성과발굴을 지속추진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을 통한 기술협력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안정적·경제적 
전력공급

안정적�전력공급을�위한�설비신뢰도�확보

한국서부발전은 설비고장의 근원적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 영역을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비별 맞춤형 문제점 도출과 보강을 실시하여 중대고장 건수 Zero를 실현, 

2021년에는 역대 최저 고장정지율인 0.013%를 달성하였습니다.

설비관리 추진 체계

전력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최적 설비운영 및 경제적 정비체계 구축
목표

추진방향
전원 및 분야별 맞춤식 설비관리 첨단장비 활용 및 예방점검 강화 신뢰도 기반 정비비용 절감

추진과제
����전원별�핵심이슈�분석�및�해결

����다빈도�고장분야�집중�관리

����첨단장비�도입으로�현장�대응력�강화

���현장데이터�예측진단센터�유기적�연계

����경제적�정비모델�개발

����계획예방정비공사�최적화

맞춤식�설비관리�실시

한국서부발전은 전원별로 핵심이슈를 분석하여 맞춤식 대책을 시행함으로서 대내·외 설비신뢰도 위협 

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서인천복합 발전설비 수명연장(2023 → 2028),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에 따라 

고장요인이 증가하였음에도, 맞춤식 설비관리를 통해 고장건수 31%, 고장시간 90% 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빈도 고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전기·제어 분야의 고장 발생건수를 기존 11건에서 7건으로 

저감시켰습니다. 

맞춤식 설비관리 추진내용 및 주요 성과

추진내용

���신뢰도�향상�종합대책�추진

����가스화기�슬래그�처리계통�개선�등�
��개�전략과제�추진

��산학연�전문가�합동분석팀�구성

���설비관리�체계�재정립�
��보강�최소화�→�효율적�보강�전환�
��발전기�차단기�교체�등��
�건

���기동�정지�가이드�시스템�구축

���태안
�	��환경설비�개선�추진�
����국내최초����㎿�발전설비�

�������탈질설비�구축����
�
��탈질촉매��단�추가설치������

신재생 
(IGCC)

복합발전 
(서인천)

석탄화력 
(태안#5~8)

구분 추진성과

���연속운전��������으로�세계기록�경신�
�종전���������

�중앙발전기�전환기반�확립�

���전년대비�서인천복합�고장정지시간��
����감소�
�’��년�������→�’��년�������

���대기환경�규제치�초과에�따른��
발전정지�사전�예방

첨단장비�측정�데이터의�����������활용

한국서부발전은 2018년 4차산업 신기술을 도입한 이후 최고의 설비신뢰도를 달성하기 위해 신기술 

적용 및 정비기법을 개발하여 운영능력을 고도화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소에서 운전정보를 즉각 확인하여 

설비이상을 신속 조치할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는 측정 데이터의 정밀 분석을 통한 잠재고장 예방조치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현장 운전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바일을 통한 운전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초음파 탐지 장비, 진동 위상 분석 장비, 진동 시각화 장비 등 최첨단 

설비진단장비를 도입하여 설비이상 유무를 즉각 판단·조치함으로써 전원별 핵심이슈를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여 전년 대비 고장건수 31% 감소, 고장시간 90%를 감축하는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고장정지율

�����청정발전연소기술��연속운전�세계�최장기록�달성

한국서부발전은�	����실증플랜트�구축�이후�운영�과정에서�우수한�효율과�친환경성을�확인했습니다��

운영�효율�측면에서는�����를�달성��최신�설비인�태안�����호기�등�석탄발전����보다�우수하고��

전�세계�	����중에서도�해외�기록인�����를�앞서는�최고�효율을�자랑했습니다��친환경�측면에서도�

석탄발전�대비�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수준의�월등한�성능을�입증했으며��

천연가스발전�대비�질소산화물도����수준이었습니다다��특히�����년��월���일부터�����년��월�

��일까지�연속운전������시간을�돌파하며�세계�최장기록을�달성했습니다��이는�����년�일본의�

나코소�	���������시간������년�중국의�텐진�	���������시간을�앞지른�결과로�가스화기�슬래그�

처리계통�개선�등���개의�전략과제를�추진하는�등�신뢰도�향상�종합대책의�결과였습니다�

현장점검 체계 고도화

스마트�점검기기�최초�도입�’��년�
모바일������시스템�구축�’��년�

������������설비정보시스템�구축

➊ 최초 도입 (’18 ~ ’19년)

➋ 저변 확대 (’20년)

�차산업�신기술�신규�콘텐츠��
현장니즈�파악

사용자 피드백

현장�운전정보시스템�개발��
최첨단�설비진단장비�도입

➌ 고도화(’21년)

경제적 정비모델 주요 개선 항목

���로터�정비������제작사�의존�
��기술력�부재��내부부품�조달�어려움

���정비를�위해�제작사�반출�일본�불가피�
��평균��개월�이상�정비기간�소요

���장기간�정비로�예비로터�구매�후�우선�
설치��정비완료�후�예비품으로�활용�

���협업을�통한�로터�정비�기술자립�추진�
��역설계를�통한�내부부품�국산화�완료

���국외반출이�아닌�국내�독자기술로�정비�
��한전����복합정비센터�인천�에서�수행�

���예비로터�신규�구매�없이�로터�정비�완료�
��신품�로터�조립에�따른�정비�리스크�해소

기존

개선

�����실적 목표 �����실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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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수급�안정화

한국서부발전은 유연탄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원을 다변화하여 특정 국가의 도입 의존도를 

축소하였습니다. 고열량탄의 경우 호주에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남아공과 러시아탄 도입을 

확대하였으며, 중·저열량탄은 공급안정성의 확보를 위해 호주 중열량탄을 확대하고 인니탄을 축소하여 

경제성과 수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습니다.

유연탄 상위 공급국 집중도

구분 �� �년 ����년 ��� 년

�년간�도입비율 �� �� �


호주�고열량� �� �� ��

인니�저열량� �� �� �

����가격경쟁력�확보

한국서부발전은 주기적으로 글로벌 LNG 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 입찰조건을 설정하여 LNG 공급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급능력뿐만 아니라 장기계약 체결실적 및 보유 운송능력 등을 평가하여 안정적인 셀러를 

선정하여 입찰설명서를 발송하여 최적의 입찰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입찰가격 경쟁력 제고 프로세스

입찰  
가격경쟁력  

제고

����규모의�경제�실현을�위한�소요물량�통합�
��구미¡여수�
�만�톤��→�가격인하�효과�기대

계약 
물량

����계약기간���년�이상으로�설정�장기계약��
���������판매�안정성�보장�→�경제적�가격�획득�용이

계약 
기간

����해외�������가�선호하는�가격조건�제시�
��가격구조�다양화를�통한�입찰흥행�유도

가격 
구조

����다수의�협상대상자�선정으로�협상경쟁력�강화�
��입찰�시�추가적인�가격조건�인하�가능

협상 
전략

모니터링

����시황분석�전문기관�정보�활용�및�국내�외�이해관계자�네트워크를�통한�사전�정보�획득

친환경�에너지�전환을�위한�����직도입

한국서부발전은 석탄발전 폐지 및 LNG 발전소 증설에 따른 신규 복합 소요 LNG를 경제적·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LNG를 직도입하고, LNG 터미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LNG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도입 

TF를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으며, 연료공급과 연계한 터미널 이용 계약 체결로 LNG 공급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LNG 터미널 확보 추진 실적

보령터미널�임차�예정�

���법률�상업�전문가�활용�
최적�조달방안�수립

���연료공급�터미널이용�
경쟁입찰�시행

1

가스공사�또는�민간�임차�

���가스공사�터미널�임차�
요청�및�실무자�협의

���민간사�임차계약을�위한�
세부조건�검토

2

전남�여수터미널�임차�

���사업성�제고��터미널�
직결로�배관비�절감

���사업자�및�전남도와�
터미널�이용�협약�체결

3

자체건설�또는�임차

���터미널�건설����구성�및�
전문기관�기술�검토

���가스공사�및�민간사�임차�
관련�수시�협의

4

김포열병합(27만 톤/년) 구미복합(30만 톤/년) 여수복합(30만 톤/년) 태안#3~6대체(120만 톤/년)

지속가능한 
연료수급

�����������와�연계한�발전연료�수급�관리체계

한국서부발전은 「KOWEPO Vision 2035」와 연계한 발전연료 수급사업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연료 수급 전 

단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적·경제적으로 연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친환경 연료 

도입을 확대하여 양질의 전력공급을 실천하기 위해 대상사업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자원배분 및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발전연료 수급사업 관리 체계

고품질�유연탄�경제적�구매

한국서부발전은 국제시황 변동성과 전력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최적시점에 연료를 조달, 국가별로 유연탄 

수급환경과 주요 가격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입찰 활용 및 고열량탄 지수와 비교지수 간 

가격격차를 활용한 최적시점 조달을 통해 고품질 유연탄을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
비전

대상사업
유연탄 조달 경제성 제고 연료 친환경성 제고 유연탄 수급 안정화

성과목표
����시황대비�유연탄도입단가��

���절감

���운임�체선료�등�운송비용�절감

����유연탄�열량차이������달성

�������직도입�계약체결

����상위공급국�도입비율����이하

����유연탄�적정재고�확보비율��
���이상

성과지표
����유연탄�도입단가�절감률��계량�
����유연탄�수송운임�절감액��계량�
����체선료�발생액��계량�

����유연탄�열량차이��계량�
����국제�석탄거래�프로세스�

개선노력��비계량�
��������직도입�추진노력��비계량�

����상위공급국�도입비율��계량�
����적정재고�확보비율��계량�

고품질 유연탄 경제적 구매 성과

호주 중열량 110만 톤 확보 
�시황대비�����절감�

콜롬비아 16만 톤 확보 
�시황대비�����절감�

남아공 156만 톤 확보 
�시황대비�����절감�

초저유황탄 106만 톤 확보

�시황대비�����절감�

중열량�최적도입시점�파악

신규장기입찰��입찰규격�완화�등��
공급사간�경쟁유도

호주 중열량탄 확대

호주�콜롬비아탄�가격차이�확대�포착��
개별협상�시행

운임약세활용�����조달�

콜롬비아탄 확보

호주�남아공탄�가격역전�포착�
남아공�공급사�참여유도���

신규장기입찰�시행

남아공탄 확대

기존�도입열량�고려���
초저열량�도입시점�확인

장기입찰��개별협상�병행�

초저열량탄 확대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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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新성장동력�창출

한국서부발전은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50% 이상의 대규모 수소혼소 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여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수소에너지 활용을 위한 수소혼소 가스터빈 기술을 

개발하여, 민간 주도사와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수소 수요시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서부발전-한화 수소터빈 기술개발 협력

한화임팩트

서부발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혼소기술�확보

평택� 복합�폐지 확대적용

중형급�������실증

 단계

대형급� ������실증

�단계

상용화

자원순환형�그린뉴딜�신사업�창출

발전연료가 연소된 후에는 부산물인 석탄재가 연평균 145만 톤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석탄재 

재활용을 통한 매립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재 활용 인조현무암 제품을 제조 및 개발하여 매립부담금을 

제로화하고 회처리장의 안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발전소�디지털�패키지�기술

한국서부발전은 발전현장 업무의 디지털화로 현장 운전원들의 인적실수를 예방하여 현장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발전사 최초로 모바일 운전정보시스템과 스마트 진단기기 도입, 자동운전 가이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전원의 오조작을 원천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기술 확보를 

통해 설비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정보보안을 강화하였으며, 무인화 정비 및 정비도면을 빅데이터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 시켰습니다.

스마트발전소를 위한 디지털 패키지

연료전지 무인로봇

��시간�무인�상태정비

유독가스�누출�시�경고알림

수중설비 정비로봇

수중설비�상태�점검

음파기반�로봇개발�실증

수중태양광 청소로봇

설비하부�해조류�번식

인력작업�→�로봇청소

빅데이터 정비도면

검색속도�향상��보안강화

��관리�체계화��������건�

디지털�기술공유�센터�운영

한국서부발전은 빅데이터 수요가 많은 판교 테크노밸리 내에 디지털 기술공유 센터를 개소하여 민간주도로 

디지털 기술과 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발전 데이터허브 

구축을 통해 발전 데이터 1,836건을 개방하였으며, 안전관리용 메타버스 플랫폼, 연료전지 AI 무인운영 

시스템 등 7개 에너지 신사업 모델을 도출하는 등 민간협력 에너지 신사업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디지털 기술공유 센터

서부형�수소생태계�조성

수소생태계�밸류체인�선도�

한국서부발전은 수소생태계 밸류 체인에 따른 생산, 운송 및 저장, 활용 분야를 연계·통합하여 원천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실증·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활용까지 서부형 수소생태계 조성자 역할을 

선도하여 수소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업계 현황

생산

수전해
����재생에너지�잉여전력�직접활용�위한�기술개발�

��차세대�촉매�및�분리막�기술개발�및�실증�필요

����차세대�수전해�기술�개발을�위한��
소규모�실증�지원�및�대용량�사업화�추진�주도�
����그린수소�기술개발�����체결�

�서부�에너지기술硏�테크로스�

컨트롤타워

����급�태양광�연계로�수소�생산

연간 그린수소 약 25만 톤

폐기물  
수소화

����폐기물�급증��활용�방안�모색�
����산재된�연관기술�열분해��가스재질화�을�연계한��

사업기회�포착

����폐플라스틱�활용�수소생산을�위해��
핵심�기술�연계로�자원순환형�사업�모델�구현�
����서부�주도�기술연계�����체결

폐기물�
수소화�
모델링

폐기물�자원재순환기술�연계�수소�생산

폐플라스틱 20톤당 수소 3 톤/일

활용

수소 
혼소 
터빈

����국내�원천기술�보유기업의�실증설비�미확보�
��대규모�실증방안�부재로�국산화개발�어려움

����폐지발전기를�활용한�수소터빈�실증�및�
후속기술�사업화�방안�마련�
����가스터빈�수소혼소�발전�실증�연구개발�

�서부발전�한화임팩트�

실증�
사업화�
연계

대형�������수소혼소발전�사업화

수소혼소발전기 1호기당 연간 
수소 12천 톤 활용

수소 밸류체인 서부형 생태계 조성(’23년~)수소생태계 조성자로서 서부의 역할

그린수소�생산기술�확보�및�사업화�실시

한국서부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한 수전해 핵심기술 개발로 사업을 차별화하였습니다. 

기존의 수전해 기술은 좁은 입력전력 운영범위로 인해 ESS 설치가 필요하여 화재위험이 높고 투자비가 

비쌌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향후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직접 연계 차세대 10㎾급 수전해를 개발하여 

태양광(250㎾)과 연계해 실증하고자 합니다.

차세대 수전해 기술개발(’21~’22년) 실증 및 사업화 추진(’23~’26년)

재생에너지 직접 연계 차세대 10㎾급 수전해 개발목표

변동성�대응에�적합한�분리막�및�高내구성�촉매�개발�’��년

실제�발전데이터�활용�수전해�특성평가�및�기술검증�’��년

사내�태양광�연계�실증����㎾�실증

새만금�태양광�미활용에너지�연계�
��㎿급�사업화�및�그린수소�생산

사업화

폐기물�자원화�신기술을�통한�수소�생산�및�활용

최근 10년간 폐플라스틱은 188만 톤에서 323만 톤으로 증가하며 처리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자원재순환 기술을 추진하여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생산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적으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수소생산

혁신기술과 
미래성장

수소 밸류체인 별 서부형 수소생태계 조성

3개 기관 차세대 그린수소 기술개발 
협약 체결

수전해기술�개발�

㎾급�수전해�실증��상용화�모델�구축

수전해설비�제조�

인조현무암 신사업 로드맵

제조 기술개발/제품화

��기초기술�개발�및�사업화�기반조성

��정원용�디딤석�돌담석�시제품�생산

친환경 제품 대외확산 및  
판로개척

����신제품�및�녹색제품�등��
대외�공인기관�인증�획득

����건축박람회�등�대외�홍보�및��
생산설비�구축

제품 고도화

����침환경�고효율�제품화

����고부가가치�제품�생산

����

����

����

��리보테크��열분해

����¢��히터��개질기

����생산�폐플라스틱���톤당��
수소��톤�일�생산설비�구축

��활용�연료전지�및�수소터빈

���폐플라스틱�연료화�
����지자체�협업�인천�등���

→�연료공급�및�인허가�

요소기술 선정 수소생산 요소기술 접목 연료공급처 발굴 수소생산 및 활용(’22년 이후)

「서부주도」�
기술연계��社��

���

열분해

개질기
수소�대량생산에�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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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ESG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경영전략 체계인 Vision 2035를 수립하여

탄소중립과 신성장 사업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2 ESG Focus

ESG경영 추진배경

KOWEPO ESG 추진체계

이해관계자별 가치배분

이해관계자 참여 

중대성 평가



2022 ESG Focus

��경영�추진을�위한�기반�강화

한국서부발전은 이사회 내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3명의 

비상임이사와 2명의 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ESG 관련 현안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ESG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관리하는 내부 T/F를 조직함으로써 ESG경영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 ��년�연속�갱신

한국서부발전은 회사 공식 청렴캐릭터인 탁대리를 활용하여 청렴문화 

확산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하10-SHOW, FOLLOW-5하겠습니다!’라는 갑질근절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상호이해와 배려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5년 연속 갱신 달성하며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정보공개를�통한�대국민�소통�강화

한국서부발전은 대국민 상설 소통채널을 강화하고자 SNS 서포터즈를 

활용한 소통뿐만 아니라,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챗봇상담, 입찰정보, 

Q&A 등 홈페이지 내 주요 채널의 정보 접근을 쉽게하여 고품질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 프로세스 강화를 

통해 사전·사후 점검을 확대하여 무벌점 공시를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정보공개종합평가 및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 

우수성과에서 장관상 2건을 수상하였습니다.

안전�최우선경영을�통한���� 년�중대재해������달성�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CEO 주도로 제도적, 기술적인 안전 최우선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시스템 점검, 의식개선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자발적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WP-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여 협력사에 안전관리 수준별 맞춤형 지원과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여 2021년 중대재해 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공헌�인정기업��년�연속�선정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Village Dream-

Up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활동 사업비 지원과 전문가 교육 실시 및 

지역별 문제해결 솔루션 등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인프라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공헌 

활성화 공로로 우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년�동반성장지수�평가�최고등급�달성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한국서부발전과 함께하는(Western 

Power Story) ‘출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 프로그램인 행복한 일터, 

배우는 일터, 안전한 일터, 함께하는 일터 문화를 확산시켜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대도시 지하철처럼 편리하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지향하는 서부발전 고유의 성과·협력이익제도인 

‘WP-공유제도 Metro’를 정착시켜 협력기업과의 나눔을 강화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하는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신재생�설비용량�발전사� 위�달성

한국서부발전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발맞추어 

신재생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합천수상태양광 

(41MW)을 준공하였으며, 2021년 군산 육상태양광(99MW)을 진행,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와 송이도 중간해역에 국내 최대 규모인 

365MW 해상풍력을 착공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선도하여 

신재생 설비용량 발전사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청정����로의�연료전환�가속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40%로 상향됨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태안 1호기에서 6호기까지의 

연료전환을 위한 대체복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선제적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원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SNS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을 통해 적기 준공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신기술�도입을�통한�미세먼지�감축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이 지목되고, 에너지전환에 맞춰 

보다 과감한 감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은 환경설비에 대해 

대규모 성능개선을 시행하고 석탄발전의 LNG 전환,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 발전, 사이클론 탈황기술 등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황 함량이 0.4% 이하인 친환경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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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EPO  
ESG 추진체계

ESG경영 
추진배경

한국서부발전���경영�추진전략�체계도

한국서부발전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ESG를 도입하고 핵심경쟁력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분산·산재하여 있던 다양한 사업들을 ESG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정리/

재구성하였으며, ESG가 새로운 경영의 패러다임으로써 방향성 제시를 통해 의사결정과 추진동력의 

기준으로 역할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 E/S/G 각 분야별 추진방향 및 내용을 설정하고, 연간 

핵심업무 71개, 뉴딜 추진전략 과제 65개 및 혁신과제 등과 연계하여 ESG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의�의미와�한국서부발전의�대응

ESG경영이란 기업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인 환경(Environment)적 건전성, 사회(Social)적 

책임성, 지배구조(Governance) 투명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을 

의미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명한 ESG 정보 공개와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전략과 ESG 개념을 연계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내 ESG경영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정부의�에너지�탄소중립�혁신전략�이행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등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서부발전과 연관된 과제가 다수 분포되어 있어 탄소중립 선도국 도약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4대 전략별 한국서부발전 

연관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중장기 경영전략과 ESG 추진전략에 연계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국 도약
비전

목표
석탄발전

Zero 달성

재생에너지

획기적 확대

청정수소

자급률 제고

에너지 
효율 선진화

�대�전략과제
청정에너지�전환��

가속화

에너지�전환�
촉진�기반�구축

新성장동력�
창출�지원

원활한�탄소중립�이행�
체계�강화

다양한�이해관계자의����정보공시�요구

최근 국민, 정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ESG 정보 공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을 목표로 환경성과, 인권, 청렴 등 ESG 경영 공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콘텐츠 강화, 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비롯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정보공개 확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ESG 경영 공시 강화를 통해 ESG 데이터를 

관리하고 외부평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LIO ESG 정보공개 강화

분야 항목 세항목 공시주기 중요도

� ����환경보호

������온실가스�감축실적 연��회 정기�기타�

������에너지�사용량 연��회 정기�기타�

������폐기물�발생량 연��회 정기�기타�

������용수�사용량 연��회 정기�기타�

������환경법규�위반�현황 수시 수시

���
��저공해�자동차�현황 연��회 정기�기타�

������녹색제품�구매실적 연��회 정기�기타�

�
����인권경영 ����인권경영 연��회 정기�기타�

�
��동반성장�평가결과 �
��동반성장�평가결과 연��회 정기�기타�

� ����청렴도�평가결과 ����청렴도�평가결과 연��회 정기�기타�

ESG경영 추진전략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
비전

환경 · 사회 책임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탄소중립�달성�� ��� �기후변화�대응�‘�’등급��������최우수�등급
목표

세부내용
가 � �에너지�전환�가속화�
나 � ��포용적�전환�기반�조성

다 � �외부�감축사업�지속�확대�
라 � ��온실가스�감축�신기술�개발

마 � �미세먼지�감축�강화�
바 � ��수자원�및�생태계�보호

사 � �석탄재�재활용�확대�
아 � ��폐기물�고부가가치화

가 � �안전관리체계�지속�혁신�
나 � ��사이버보안체계�재정립

다 � �사회적�현안해결�동참�
라 � ��지속가능�일자리�창출

마 � �일하기�좋은�기업문화�구현�
바 � ��임직원�역량�제고

사 � �동반성장�파트너십�강화�
아 � ��공정거래�환경�조성

가 � �이사회����관리�강화�
나 � ��비상임이사�중심�이사회�운영

다 � �국민공감�청렴문화�확산�
라 � ��윤리준법경영시스템�고도화

마 � �대국민�소통�강화�
바 � ��이해관계자�참여�확대

사 � �출자회사�관리�내실화�
아 � ��체계적�내부회계관리�추진

환경(E������� ���)
분야

사회(S�����) 지배구조(G�� ����� )

추진방향
1 � 공정한�에너지�전환

2 � 온실가스�감축�신사업�확대

3 � 발전산업�환경성�강화

4 � 순환경제�활성화

1 � 안전보건���보안관리�강화

2 � 사회�공공발전�기여

3 � 임직원�근로환경�개선

4 � 상생경제�생태계�조성

1 � 이사회�책임경영�강화

2 � 윤리준법경영�내실화

3 � 국민소통�및�참여�확대

4 � 재무회계�위험관리�강화

ESG경영 내재화

1 � ����투자기반�강화

�����채권�발행�확대

�����관점�사업�선정

2 � 리스크�관리�고도화

��비재무위험관리�강화

��리스크관리체계�운영

3 � 임직원�의식�강화

�����경영�공감대�제고

��자발적����참여�유도

환경경영���환경성과

기후변화

천연자원

환경적�기회

Environmental

ESG경영 분야

인적자원관리��노동관행

지역사회��이해관계자

인권��소비자

협력사�및�경쟁사

Social

이사회��주주

감사

소유구조

기업윤리��윤리경영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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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지지선언

한국서부발전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의 10대 원칙을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적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SDGs 17개의 주요 이슈를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보건, 교육, 여성, 사회 제도, 빈곤, 환경, 자원, 경제성장, 파트너십 등 다양한 

분야의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하고자 합니다.

�����가이드라인�지지�선언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금융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의 요청으로 

금융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를 

설립하였습니다. TCFD 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한국서부발전은 

탄소중립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ESG 경영체제 선도를 위해 TCFD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TCFD의 

권고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영�추진�조직

한국서부발전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사 ESG 경영 전략 실행을 위해 2021년 6월, ESG 실무추진단과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이사회 내부에 신설된 ESG현안 자문·심의체제로서 ESG 관련 

사업계획 자문, ESG 관련 경영현안 심의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전문위원회를 환경경영, 사회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관련 중심으로 개편하고 상임·비상임이사가 참여하여 실무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ESG 

실무추진단은 ESG경영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획-실행-성과관리 전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임직원의 ESG에 대한 인지도 강화, 활동 독려 등 경영 내재화를 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ESG경영 추진 조직

신재생�
사업처

발전처
환경�

기술처
건설처

안전�
경영실

관리처
정보�

기술처

조달�
협력처

기획처 관리처
커뮤니�

케이션실

조달�
협력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무�추진단

기획관리본부장

상임감사위원

감사실

ESG위원회�
�이사회�산하�

���채권�발행

한국서부발전은 2021년 7월 2,7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통해 스웨덴 ‘클라우드 

풍력발전’ 사업출자와 국내 연료전지 건설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금융기관의 

ESG채권 투자 수요증대에 따라 녹색채권을 총 6,000억 원 확대 발행할 예정이며, 특히 10년 이상 장기 

회사채 발행은 ESG채권으로 전량 배분하여 LNG 대체복합 건설 및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 신재생건설에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요 ESG 채권 집행금액

구분 신재생건설 출자사업 합계

���자금�집행금액
����
억�원�

�연료전지�건설�등�

��억�원�

�스웨덴�클라우드�풍렵사업�출자�
�����억�원

ESG 추진 조직간 프로세스

성과관리

전략수립�이행

ESG위원회�
�이사회�내�위원회�

ESG 실무추진단�
�내부����형태�

���현안�및��
종합성과�보고

관련�안건�사전검토��
및�자문�제공

지속가능경영 

자문위원

리스크  

관리 체계

외부관점��
전문가�자문

���요소��
리스크�관리

한국서부발전 TCFD Guideline 대응 주요 내용

ESG 추진 조직 및 역할 구분

한국서부발전은��
���경영�실천의지를�경영에�반영하고�

전사적�차원에서�탄소중립�이슈가�
논의될�수�있도록�����년�
월���

����실무추진단과����위원회를�
설립하고�역할을�설정하였습니다�

ESG경영 추진체계 수립

지속가능성장을�위한��
새로운�패러다임으로����를�도입하고�
����각�분야별�추진과제를�설정한�뒤��

경영전략과�연계한�핵심업무���개��
뉴딜�추진전략�과제�
�개�및�중장기�
혁신과제와�연계하여�����성과를�

관리하고�있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한국서부발전은��
‘최고�수준의�친환경발전소��

운영체계�구축’�이라는�환경비전�아래��
�대�전략방향을�설정하고�각�분야의�
리스크�관리를�통해��개의�전략방향�

목표를�추진하고�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한국서부발전은������탄소중립경영�
추진계획을�통해������������의�
온실가스�감축목표를���’에서�
��로�상향하였고��온실가스�

배출량을�����년�����
만�톤에서�
����년������만�톤�����년에는�‘�’로�

감축해�나갈�계획입니다�

기후변화�관련�위험과��
기회에�대한��

조직의�지배구조

기후변화�관련�위험과��
기회가�조직의�사업��전략�및��

재무�계획에�미치는�영향

기후변화�관련��
위험을�식별��평가�및��

관리하는�방법

기후변화�관련�위험과��
기회를�평가하고�관리하는�데��
사용되는�지표와�감축목표

지배구조

��
전략

��
위험관리

��
정량적 지표 및 

감축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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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별 가치배분

INPUT VALUE OUTPUT VALUE 

�����년�기준�

BUSINESS ACTIVITIES 

재무가치 

자산� 10조�4,824억�원�

부채� 6조�6,443억�원�

자본� 3조�8,381억�원�

생산가치 

설비용량� 11,441�� 
발전량� 47,032����

유형자산� 8조 8,317억�원�

환경가치

총�환경�투자비� 72,678백만�원�

환경부문�운영비� 232,778백만�원�

환경부문�개발비� 1,113백만�원�

재무가치 

매출액� 4조 4,685억�원�

협력사�분배� 4조 2,052억�원�

임직원�분배� 2,597억�원�

생산가치 

송전량� 44,556����

전력거래량� 44,559����

발전�점유율� 8.5�

환경가치

온실가스�감축량� 197만�톤�

대기오염물질�저감률� 77� 

폐기물�재활용량�비율�� 129,005톤�97���

혁신가치 

무형자산�보유�산업재산권�� 396건 
연구개발�투자� 121억�원�

연구개발�인력� 23명�

인적자원 가치 

임직원�수� 2,505명 
�인당�교육훈련시간� 118.84시간�

�인당�교육훈련비� 2,596천�원�

사회적 가치 

기부금� 80억�원�

봉사활동�인원� 1,982명�

봉사활동�시간� 36,006시간�

혁신가치 

�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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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운영�

수급된 연료공급 및 발전운영을 통한 

전력생산 등 발전사업 수행 

설비관리�

노후 화력발전소 보강  

및 주요설비 고장 예측 

배출관리�

대기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책임 있는 처리 

04 05 06
전원개발계획

정부의 9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계획 수립

발전소�건설

발전소 건설 지역의 환경영향 평가 및 

공청회 진행 후 발전소 건설 

연료조달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연료 구매와 운송절차 진행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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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참여

한국서부발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그중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그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참여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그룹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소통채널 추진 성과

임직원
���온라인�경영현안설명회

���웹진�£서부공감¤�격월�발간

���발전�현장�재해�사례�애니메이션�개발하여�전사�사내방송으로�송출�’������

�������주도로�개최하여��임직원�간�대면�커뮤니케이션�활성화

���기업�현안�공유������인식�수준�제고

���최근���년간�발전소에서�발생한�주요�사고�사례�원인�분석�및�대책�제시를�
통해�작업장�안전에�대한�인식�수준�제고

지역사회
���신재생�발전사업의�지역발전�수익모델화

���서부공감�위피스쿨��나눔도서관��서부공감�감성발전소��진로멘토링�등
���사내벤처��호�법인�㈜��미터�분사창업

���새만금�육상태양광�사업의�총�사업비����
�억�원�중��
를�지역주민이�
채권과�펀드�형식으로�투자�’�����

���일자리��명�창출��매출���억�원�실현

협력업체 ���기업성장응답센터�운영

���협력사�포함�안전소통협의체�운영

������가�찾아가는�협력사�안전컨설팅

������안전등급제를�통해�외부�전문기관과�함께���개�상주�협력업체�
안전취약점�진단

���위험설비�개선������억�원��안전장비�구입���억�원�등�’��년�기준�
���작업자�협력기업�수준별�맞춤형�지원

���’��년�공공기관�안전활동�수준평가에서�최고등급���

국민 �����국민제안��번지�
���국민과�함께하는����혁신�콘테스트�개최

���서부공감�사회백신�프로젝트를�통해�전국�복지시설�대상�돌봄��건강��교육��
고용의��대�분야�사업공모�시행

���블로그��유튜브�등�����및�서포터즈���프렌즈�운영

���사회적가치�구현을�위한�대국민�상시�소통채널로서�분기별�심사���
사업계획�수립에�활용

���우수과제�발굴��발전사�유일�’��년�기재부�시민참여�우선과제�선정�’���
�
�����개�기관�대상�취약계층���
��명�수혜�’�����
���한국서부발전의�대외�이미지�제고

내부�이해관계자와의�가치공유

한국서부발전은 회사의 가치를 설정하고 구현함에 있어 전 직원의 참여와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내 

포털, 사보, 웹진, 노사워크숍, 노사협의회, 임직원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이념 및 가치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EO와 3직급의 대화를 통해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불편, 불만, 불통 3가지를 제거하는 

‘삼삼한토크’, 전사 1~3직급 여성리더와 CEO간의 소통을 통해 내부 갈등 해소 및 여성리더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우리통했쎄오’ 등 CEO 주도의 소통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갑질 문화 근절, 산업재해 예방 등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웹툰, 웹드라마,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임직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회사와 

조직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삼한토크 우리통했쎄오

외부�이해관계자와의�가치공유

한국서부발전은 다양한 대외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각종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의 활발한 경영공시, 홈페이지 

공개, SNS 등을 통해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와 소식을 공유합니다. 협력업체 대상으로는 ‘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협력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를 포함한 안전소통협의체 운영, 동반성장 오픈플랫폼, 

기업성장응답센터 및 반부패 청렴센터 등을 통해 판로 개척 및 에너지 기술 자립이 가능한 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의 경우, 신재생발전 시설을 건설하며 지역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효율적인 소통채널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더욱 친근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혁신협의회 운영 협력 중소기업 ESG 지원

소통�기반�국민참여

한국서부발전은 국민 참여와 소통이 기관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아이디어 제안에서 실행까지 

국민 참여 환류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소통 모니터단, 대학생 SNS 서포터즈를 통해 

한국서부발전의 소통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아이디어를 제안 받아 적극 수렴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회사 마스코트 ‘위피’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피스쿨 온라인 국민소통 모니터단

재해예방 애니메이션

웹툰, 웹드라마를 통한 갑질 근절 캠페인

2020 대·중소기업 혁신 및 파트너십 지원

대학생 SNS 서포터즈

새만금 육상태양광 착공 스마트그린산단  

비전 선포 

마스코트 ‘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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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STEP 2

STEP 3
STEP 4

식별

�� ���������
우선순위 도출

������������

검토

� �� �

적용

���������

중대성 평가
한국서부발전은 회사 운영 전반에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측면의 이슈들을 폭넓게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과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중요한 이슈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 및 보고하기 위해 GRI와 ISO 26000에서 권고하는 중대성 평가 방법에 따라 ESG경영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중대성�평가�프로세스

한국서부발전은 ESG경영 중요이슈를 도출하기 위해 국제보고 기준인 GRI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배경(Context), 중요성, 완전성 원칙 및 이해관계자 참여에 근거하여 내·외부 환경 분석 및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벤치마킹

국내·외 기업 중 ESG경영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토대로 GRI 보고 원칙을 근거로 지속가능성과를 분석하였 

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서부발전이 대응하고 추진해야 할 이슈를 

추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미디어�분석

한국서부발전의 ESG경영 주요 이슈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기사를 

분석하여 관련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전문가�인터뷰

가치창출흐름에 따라 정의된 한국서부발전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해당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했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사항 및 공유가치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핵심 이슈 도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설문조사�

한국서부발전의 경영에 대한 법적·재무적·운영상 책임 및 영향도 

여부를 고려하여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한국서부발전의 ESG경영 이슈를 도출한 후 

중대성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중대성평가 결과

��
�

����

����

����

����

����

����

����

����

����

��
�

��� 중요�토픽 이해관계자
영향

내부 외부

� 기후변화�대응 국민��지자체����� ●

� 환경법규�준수 지자체����� ● ●

� 직장�보건�및�안전 임직원 ● ●

� 제품�및�서비스의�환경�영향 국민����� ●

� 경제�성과 정부��임직원 ● ●

��� 중요�토픽 이해관계자
영향

내부 외부


 청렴윤리경영 임직원��국민 ●

� 기업문화�활동�및�소통 임직원��국민 ● ●

� 노사협력 임직원��정부 ●

� 동반성장 협력사 ●

�� 지역�사회의�사회적투자�지원에�대한�노력 지자체��국민 ●

지속가능성 Context 
벤치마킹���미디어�자료�분석�
�

������지속가능성�배경������¥���
및�이해관계자�참여에�
의거하여�조직의�경영활동�및�
이해관계자들의�의사결정에�
영향을�주는�����¦���도출

������조직�경계�내�외부에서�발생하는�
	��¦���식별�및�관련�이슈�도출

중요성

중요성평가������§��¦��평가���
�������¦��¦��평가��

������중요성�원칙�및�이해관계자�참여에�
의거하여�측면�����¦����및�관련�
이슈가�어느�정도�중요한지에�
대한�우선순위를�평가

������환경�사회�지배구조�및�경제�측면�
에서의�중요성��������¦��¦���평가

완전성 
범위��경계��기간�적합성�확인�
�

������완전성�원칙�및�이해관계자�참여에�
의거하여�중요�측면을�보고서�
내용에�적용

������중요�측면을�표준공시안����및�
성과지표�으로�구성

지속가능성 Context /  
이해관계자 참여 

������지속가능성������¥��및�
이해관계자�참여에�의거하여�
발간된�보고서를�검토

������향후�보고서�발간�시�검토결과�적용

��
� ���� ���� ���� ���� ���� ���� ���� ���� ��
�����
한국서부발전�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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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는 ESG

 공존  | 친환경 경영선도로 지속가능경영 실현

 존중  | Safety Together, Create Future

   공감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KOWEPO



탄소중립 대응
기후변화�대응�체계

기후변화�대응�추진체계

탄소중립이란 인간활동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탄소배출량이 많아질수록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여 

폭염·한파 등으로 인류의 존속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은 국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국가 온실가스 목표(NDC) 상향 등 정책 변경을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향된 국가 NDC의 UN 제출에 따라 공기업의 고강도 감축 요구를 반영하여 

Vision 2035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에서 55%로 상향하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3,796만 톤 

에서 2030년 2,109만 톤 2050년에는 ‘0’으로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KOWEPO 기후변화 대응 추진체계

지속가능한 Energy 대전환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비전

2050 탄소중립,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저탄소 전환

목표

전략방향
저탄소 지속성장 사업구조 개편 공정한 탄소중립 이행

추진방향
저탄소 발전 확대 신사업 기회 창출 포용적 전환 이행

①�석탄발전�연료전환

②�신재생��확대��’��년����
③�무탄소�전원�확대

①�수소�생산기술�개발

②�대규모������상용화

③�순환경제�활성화

①�공정한�탈석탄�전환

②�온실가스�감축사업�확대

③�기후변화적응�선도

탄소중립�중심의�조직체계�구성

한국서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을 상용화하고 신재생 설비 보급을 가속화하고자 환경기술 

총괄조직을 구축하여 현장 신재생 개발 조직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CEO 직속기관인 탄소중립추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관리 기술개발 전담조직인 환경기술처를 구축하여 탄소중립 전략 실행 및 신기술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역할·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저탄소�발전�확대

석탄발전의����연료�전환

한국서부발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가동 기간 30년 도래 예정인 석탄발전을 과감히 폐지하고 

LNG복합으로 대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 1~6호기를 LNG로 연료를 전환함으로써 2018년 대비 

2050년에는 55%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호기
용량

����

태안 ��호기대체복합관련사항

준공목표 부지 계획

태안�발전�
본부

� ��� ’����� 구미����만�평� 발전사업변경허가�취득��’�������→�환경영향평가�착수��’�������→�기재부�예타�완료��’�������→�착공��’�������→�준공��’������

� ��� ’�
��� 공주��만�평� 발전사업변경허가�취득��’�������→기재부�예타�완료��’�������→�환경영향평가�착수��’������→�착공��’�������→�준공��’�
����

� ��� ’����� 여수��만�평� 발전사업변경허가�취득��’�������→�기재부�예타�완료��’�������→�환경영향평가�착수��’������→�착공��’�������→�준공��’������

� ��� ’����� 강원권��만�평� 발전사업변경허가�신청��’�������→�기재부�예타�신청��’������→�환경영향평가�착수��’������→�착공��’�
�����→�준공��’������

� ��� ’�����
미정 기재부�예타�신청��’�
년��→�발전사업변경허가�신청��’��년��→�착공��’������→�준공��’������


 ��� ’�����

LNG복합 대체 건설 계획

※�공주��여수복합은�사업추진현황을�고려하여�준공일정�변경�추진�여수�’�
�����공주�’������준공�

탄소중립 주요조직

친환경 경영선도로  

지속가능경영 실현

공존

환경운영실 탄소중립전략부

수소기술사업부 연구개발부

온실가스�감축

신기술�개발

환경설비�운영

수소경제�확산

환경기술처

탄소중립추진위원회

KOWEPO’s APPROACH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경영에 중점을 두고 

탄소중립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정복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부문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설비 신뢰도 및 안정성 제고를 

통해 한국서부발전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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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확대

한국서부발전은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신재생 확대 등 에너지 분야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와 RPS의무비율 상향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대규모 신재생 사업을 통한 발전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늘리는 ‘신재생 RE 3535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총 6,814MW 용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풍력이 3,306MW, 태양광이 

2,069MW, 연료전지가 804MW, 기타 635MW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RE 3535 로드맵 �단위�����

수소�혼소발전�적용

수소혼소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수소와 천연가스를 혼합하여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50%의 수소를 혼소할 경우 20%의 CO2가 감축되는 친환경 발전 방식입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화임팩트는 공동으로 가스발전 수소 혼소 발전기술 개발을 추진하여 실증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증과정에서 노후화된 80MW급 가스터빈을 수소 가스터빈으로 개조하여 활용하고, 이후 후속 호기에 

수소혼소 발전기술을 적용하여 국내 최초 수소혼소 가스터빈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국내 부품 제조사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수소 가스터빈의 핵심부품과 기자재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국내 

가스터빈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스터빈 수소 혼소 개념도

배열회수보일러가스터빈

연돌

발전기

��� ���
LNG H2

���
감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란? �
일정�용량�이상�발전설비를�보유한�
전기사업자�공급의무자�가�공급하는�
에너지의�일정분을�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의무화한�제도

가스발전 수소 혼소 발전기술 실증 계획

저탄소�활용�신사업�기회�창출

온실가스�감축�원천기술�및������상용화

한국서부발전은 대규모 저장소 조기 확보 및 과감한 R&D 투자로 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해안해상저장소 연계 CCS 실증 예타사업 및 범부처 CCU 실증 예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CCUS 기술

1 � 연소후�����포집기술

발전소�연소�후�배가스에�
포함된����를�흡수제�및�
흡착제�등을�사용하여�

선택적으로�분리·회수하는�
기술

2 � 연소중�����포집기술

연료연소에�필요한�산소를��
산소전달입자를�통해��

순산소�형태로�공급하여�
연료연소�중����를��

원천분리�포집하는�기술

3 � ����연료화�기술

���를�전기화학적��
생물학적�화학적��
방법을�통해�연료�

�������������등�로��
전환하여�생산하는�기술

4 � ����광물화�기술

화력발전소�등에서�발생하는�
���를�포집�또는�직접�
활용하여�탄산광물화를�

통한�유용자원�중탄산소다��
탄산마그네슘�등��으로�전환��

생산하는�기술

세계 최고수준의 흡수제 개발구분 150MW 대규모 포집설비 설계

MAB 흡수제 기반 CO2 포집 기술 0.5 MW급 실증과제명
대규모 포집기술/포집원 평가 및  

150MW급 포집플랜트 FEED 설계안 개발

’���
�����’�����������개월�������억�원과제기간/비용 ’���������’�����������개월����
�억�원

세계�최고�효율의�흡수제���� �̈�개발�및�실증

�̈�����������������������에기연�서강대�공동개발�
과제내용

국내�개발����포집�흡수제�비교성능시험��
및�대규모������급�설계

한국서부발전���에너지기술연구원참여기관 한국서부발전���에너지기술연구원�����건설

블루수소�생산기술�개발

한국서부발전은 수소 신산업 확대에 대비한 중기 전략으로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블루수소란 천연가스와 이산화탄소 포집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수소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 and Storage)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은 수급이 용이한 LNG 원료와 기존 

보유하고 있는 IGCC 설비를 활용한 수소 생산과 신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블루수소 생산기술 추진 계획

개발분야 개발내용 사업기간 참여기관 총사업비

���원료�블루수소
 �� �급파일럿실증

 ��급플랜트설계

’����월���’����월

��
개월�
전력연구원발전�사

�서부�남동�중부�남부�
��억�원

	���
활용

석유코크스�
블루수소

 �톤�일급생산기술개발

 ��톤�일급플랜트설계

’����월���’�����월

���개월�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

에너지기술연구원

��개대학��개중소기업�

���억�원

고순도�
바이오수소

 ���톤�일급생산실증

�순도����이상�
 �만�톤�년급공정설계개발

’����월���’�����월

���개월�

바이오테크서비스

한국서부발전

고등기술연구원

��억�원

�̈�����→�블루수소�� 촉매반응�→�수소�탄소�분리�→�정제�→�수소�연료전지���탄소�배터리�음극제�

�̈�석유코크스�→�블루수소�� 가스화반응�→�치환�→�정제�→�수소�연료전지�������재이용�

�̈�바이오수소�� 	����합성가스�¡�해양미생물�→�수소�생산�→�고순도�정제�→�수소�수소차�

평택1복합 가스터빈 활용  
혼소(50%) 실증

70%까지 확대 예정

�����서부��평택�복합����제공�
����������

�����한화��가스터빈�개조���
실증�여건�조성��대산�

80MW급  
실증 

(’21~’22)


�� 
�� 
��
�� 
�� 
��
���
��
��


1,673

�����
���

���
2,305

�����

�����

���
3,667

���
�

���



���
5,106

��
��

���





�

5,449

���
�

����


���
6,814

4,757Gwh 
�����

7,686Gwh 
�����

10,849Gwh 
�����

14,250Gwh 
�����

16,606Gwh 
�����

20,761Gwh 
�����

���� ���� �������� ����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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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해�그린수소�생산기술�개발

한국서부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직접연계가 가능한 수전해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수전해방식은 

전기분해(수전해, 2H2O → 2H2 + O2)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수전해 기술을 사용할 경우 수소와 산소만 

생산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으며,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변환하여 손쉽게 저장하므로 

생산량이 고르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분야 블루오션인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선점하여 새로운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차세대 알카라인 방식의 수전해 기술 개발을 

통해 투자비 절감과 효율을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수전해 그린수소 생산기술 추진 계획

구분 추진내용 탄소중립블루오션

사업명 그린수소�경제성�확보를�위한�수전해�스택�플랫폼�기술개발
 ▶���안��국내�수소생산�전량�

그린수소로�공급

⇩

무탄소�발전�수소차�등
수요�증대로�新사업�기회

사업규모 사업비���억�원��사업기간�’����월���’�����월����개월�

참여기관 서부발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발목표 재생에너지와�직접�연계�가능한�수전해�수소생산�스택�개발

암모니아�혼소발전�적용

한국서부발전은 석탄발전 연료로 암모니아를 혼소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인 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발전5사와 전력연구소가 함께 암모니아 혼소발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탄발전기 24기 중 수명과 발전효율 등을 고려하여 적용호기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혼소기술 실증을 바탕으로, 2030년 태안 9, 10호기를 대상으로 혼소발전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암모니아 혼소 개념도

HP IP LP G

Steam Turbine

SCR

BLR

Boiler

New 
BNR

암모니아 공급계통

NH3
SUPPLY

G 
A 
H

���������� 
����

��

��

��

���� ��� �

AQCS

EP

보일러�공급사�검토분야

성능��용량�체크�개조�검토

추가설비

친환경경영 체계
친환경경영�목표

한국서부발전은 ‘친환경 경영선도로 지속가능경영 실현’ 이라는 환경비전 아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수자원·수생태계 보호,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국민 환경만족도 제고를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8개의 

전략방향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 방침을 선언하여 모든 임직원이 환경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환경비전 체계

환경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전략목표

오염물질 배출 저감수단 지속강화

전략방향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수자원·수생태계 보호 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국민 환경만족도 제고

전략방향�목표
①�미세먼지����감축

②���배출원단위��
����
톤�����미만

③���폐수�����재활용

④���화학물질�사용��
최소화

⑤���발전부산물�����
재활용

⑥���자원순환기술�개발�및�
사업화�

⑦���과학적�미세먼지�
모니터링인프라�구축

⑧���지역상생형�친환경�
사업�개발�및�추진

환경�비전
친환경 경영선도로 지속가능경영 실현

환경경영 방침

환경경영방침

『우리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회 공공의 발전에 기여한다』 라는 

기업미션 아래 친환경 경영선도로 지속가능경영 실현 이라는 환경비전을 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환경영영방침을 설정하여 실천한다.

➊   ESG경영 실현을 위해 환경경영체계를 기반으로 환경설비 개선, 환경신기술 도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법규, 환경협정 등 준수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➋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하여 연료전원, 신재생 확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저탄소문화 구축 등에 

적극 노력한다.

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발전소 구현을 위하여 무산물 고부가 가치화, 재활용 다각화, 폐기물 연료화 등에 

적극 노력한다.

➍    대국민 소통채널 강화, 환경정보 투명 공개, 환경보전활동 강화 등 열린 소통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한다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임직원은 본 환경경영방침을 깊이 인식하고 확고한 의지로 

솔선수범하여 실천한다.

2021. 6.

사장  빅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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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지정

한국서부발전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1995년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색기업 지정 현황

근거법령 인증기간 내용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
조의�

������������������
녹색경영�실천의지를�바탕으로�사업활동�전�과정에서�환경관리를�수행

지속적인�환경개선을�실천하여�녹색기업으로�지정

환경경영�관련�대외�성과

한국서부발전은 지속적인 친환경 경영활동의 결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좋은 평가와 이에 

따른 성과를 얻었습니다. 친환경 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기업 최초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물경영 2개 분야 특별상을 동시 수상하였고, 2년 연속 친환경 경영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 경영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추진�조직

한국서부발전은 2021년 CEO 직속의 탄소중립 TF를 운영하고, 연말 탄소중립추진위원회로 격상하여 

탄소중립 이행전략 추진기반을 구축, 저탄소 경영노력을 다각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경영과 함께 

친환경 경영강화 및 수소기술 등 미래 저탄소 친환경 기술선도를 위해 환경관리와 기술개발 총괄 조직인 

환경기술처를 신설하여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투자금액

구분 �� �년 ����년 ��� 년

환경설비�투자비��백만�원� ���
�� ������ ���
��

환경부문�운영비��백만�원� ������� ������� �������

계 �
����
 ������� ������


친환경�경영�성과

환경성적표지�인증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최초로 생산전력과 발전 부산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 과정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17년 10월 국내 최초로 태안발전본부 생산전력에 대한 물발자국 

인증을 획득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저탄소 문화확산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현황

구분

생산전력�탄소�배출량������������ 부산물�탄소배출량�����������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태안�정제회 태안�탈황석고

인증내용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 탄소발자국

인증기간
’��������

��’�������
’��������

��’�������
’������
�

��’�������
’������
�

��’�������
’������
�

��’�������
’��������

��’�������

인증량�계 ���� ��
 ��� ��� ���� ���

환경경영시스템���� ��� ��인증

한국서부발전은 기업의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업 경영의 방침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목표와 추진 조직, 계획, 임무, 절차, 자원 등을 규정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1999년부터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

구분 내용

인증내용 환경경영시스템�	��������

인증기간 ���������������������최초인증�����������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인증대상 전사��본사��태안��평택��서인천��군산�

�̈��환경성적표지

제품�및�서비스의�환경성�제고를�위해�제품�
및�서비스의�원료�채취��생산��수송�유통��
사용��폐기�등�전과정에�대한�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표시하는�제도

환경경영 추진 조직

환경운영실 탄소중립전략부

수소기술사업부 연구개발부

온실가스�감축

신기술�개발

환경설비�운영

수소경제�확산

환경기술처

2020 친환경 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2년 연속)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2개부문 특별상 수상

국가산업대상 환경경영 수상 

(2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  

우수상 수상

“미세먼지 저감 정책추진 유공”,  

충남도지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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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절약�및�재활용

한국서부발전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안발전본부에 중수도를 신규로 

설치ㆍ운영하고, 누수율 제로화 운동 전개, 폐수 재이용처 발굴 및 공정개선 등을 통해 공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으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능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고온스팀으로 

오염물질을 결정화하여 처리하는 증발농축 폐수처리공법을 적용한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탈황폐수를 

100% 발전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사용량을 연 29만 톤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발전폐수 

100% 재이용을 위해 기존 폐수처리설비의 성능개선을 추진하여 중수도를 신설함으로써 발전용수를  

연 56만 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폐수 재활용 시스템 개념

탈황폐수처리설비 신설(2021년)

중수도설비 신설(2022년)

폐수 재이용 현황 ■�폐수발생량� � ■�재이용량

����

발전 폐수처리

해양 방류 차단 & 무방류 실현

물재이용 
(연간 29만 톤)

물재이용 
(연간 56만 톤)

중수도설비

용수

순수제조

신설 신설

탈황폐수처리

거리별 미세먼지 측정 시스템

충남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대기오염�물질�감소

대기오염물질을�최소화하는�친환경�발전소

한국서부발전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원하는 국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요구에 부응하고 발전운영 패러다임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 중심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녹스버너,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탈황설비, TMS 등 다양한 시설 및 처리 과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위한 방지시설 운영

보일러

저����버너로��
오염발생�최소화

탈질설비

질소산화물�제거��
 ���→���

��
�제거효율�����

집진설비

먼지�제거�
 �����→��������
�제거효율��������

탈황설비

황산화물�제거

����→� �

��
�제거효율�������

굴뚝

실시간�배출현황�감시�
��������먼지�������� ��
�기준대비���	����

석탄연소 공정�미세먼지�발생�→�환경설비�성능개선으로�오염배출�최소화�

�̈저녹스���©��버너���보일러에서�석탄�최적�연소로�질소산화물���©�을�적게�발생시키는�설비

�̈��탈질설비���연소가스�중�질소산화물���©�을�환원제와�반응시켜�제거하는�설비�
집진설비���연소가스�중�먼지를�약������이상��차�제거하는�설비

�̈탈황설비���연소가스�중�황산화물���©�을�탈황제�석회석�와�반응하여���������제거하는�설비�미세먼지가��차로�추가�제거됨�
�̈������굴뚝배출농도�자동감시시스템���굴뚝에서�배출되는�농도를�실시간�측정하여�환경부�한국환경공단�로�전송하고�있음�
��환경부는�발전소가�배출허용기준을�준수하는지�여부를�실시간�감시

�̈��태안발전�제���호기는�국내�최초�사이클론�탈황신기술을�도입하여���©�황산화물�를�����이하로�운영�중임

�̈��저탄장�비산먼지�방지를�위해����
년까지�전호기�옥내화�완료예정�현재�태안������호기는�옥내�저탄장�운영�중�

미세먼지�감소�노력

한국서부발전은 충청남도와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대기측정막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2019년 대기측정망 10개소를 구축하여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아황산가스(SO2), 이산화질소(NO2) 등 6개 항목에 대해 국가측정망과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설비 신기술 도입, 저탄장 옥내화, 환경설비 

최적운영 등 다방면의 노력으로 ’15년 대비 ’21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77% 감축하여 정부 목표인 ’30년까지 

61% 감축을 조기 초과 달성하였으며, ’35년까지 90%를 감축하는 도전적인 로드맵을 재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미세먼지 감축노력과 함께 대국민 대상 미세먼지 측정결과 등 환경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및 배출원단위

친환경 운영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전자 미세먼지 배출량 대비 추이 �단위��톤�
�����

����

 ����

재이용률

���

 ��

�����

����

재이용률

���

 � ��

�����

����

재이용률

���
�����


����

���
12,355

����

�����

����

���
�

����

�����

����

�����

�����

���

7,539

����

�����

��
��

���

9,418

����

미세먼지 배출원단위 대비 개선 추이 

�단위��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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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산물�재활용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부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산·학·연 협력 기반의 다양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기술을 개발하고 재활용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영소기업이나 

사내벤처 등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물가치 재평가를 위한 정책 제안과 발전부산물의 

고부가 소재화 등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 이행할 계획입니다.

발전 부산물 재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성과

협업기관 개발내용

충남도���테크�서부발전 석탄회�활용�아스팔트�포장용�채움재�개발

군산대학교 매립회�도로�굴착복구�채움재�활용기술�개발

�¢엔터프라이즈�한밭대 석탄회�활용�건축내장재�보드�개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매립회�활용�인조현무암�건축자재��디딤석�등��제조기술�개발

고등기술연구원 석탄가스화기�용융슬래그를�활용한�지오폴리머�생산기술�개발

한국교통대학교 석탄가스화�용융슬래그를�활용한�건설재료�잔골재��개발�및�실용화

삼보엔지니어링 브라운가스를�이용한�광물섬유�제조기술�개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원순환�그린�뉴딜을�위한�석탄재�활용�해양구조물�개발

국가�환경문제의�해결사�자원순환�사업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연안에 방치되어 악취 등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굴껍데기를 발전소 

탈황원료 등 고부가 제품으로 개발하고 관련 특허를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함으로써 국가 환경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캠페인과 연계한 취약계층 지원 선순환 

프로그램인 헬씨힐씨 캠페인을 시행하여 사회적기업과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46개의 판매를 달성하여 4천만 원의 수익을 확보하였고 판매수익금 중 15%를 해양환경정화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자원이용

자원순환형�발전소�구현

전력산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대량의 자원을 사용함과 동시에 환경물질이 발생합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전기생산 및 오염물질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탈황석고 등 부산물을 유효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형 발전소 운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원순환형 발전소 개요

안전변

탈황설비 
황산화물�배출�저감�

탈황석고  
황산화물�배출�저감���
석고보드로�재활용

탈질설비  
질소산화물�배출�저감�

소음방지대책  
저소음기기��방음벽��기기의�옥내화�

전기집진기  
먼지�배출�저감�

폐수처리장  
발생폐수의�정화�

보일러
터빈 발전기

주변압기송풍기 개폐기

냉각수펌프

석탄회 
레미콘�혼화재���석탄회�매립�및�재이용��
시멘트�원료��골재��성토재로�재활용�

황산 
비료�및�약품제조��
등에�활용

석탄재�재활용�확대�및�안정성�확보

석탄재 중 비회는 대부분 레미콘 혼화재로 판매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회처리장 매립 후 성토재나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재활용방법을 다각화하고 

고부가가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부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산·학·연 협력 

기반의 다양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립회를 활용한 인공 해양구조물(소파블록, 인공어초) 등 신규 재활용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국가 자원순환 정책을 적극 이행함과 동시에 부산물 판매수익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석탄재 매립 및 재활용 흐름도

소파블록 및 인공어초 디오라마

석탄재 발생량 및 재활용량 ������년�기준�

구분
발생량�
�천�톤�

재활용량�
�천�톤�

재활용률�
���

석탄회 ����
 ����� ����

탈황석고 ��� ��� ���

폐기물 ��� ��� �
��

황산 
�� 
�� ���

발전소

석탄재 발생

������

레미콘�
혼화재

성토재��
시멘트�원료

회처리장 집토�운반

����������회이송수

우수처리설비 방류

회이송수

정제회�생산공장 ����이송

굴껍데기 재활용기술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주)S.F.C 분체 및 액상소석회 공장 착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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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
안전보건경영�추진체계

안전경영�추진체계

한국서부발전은 본사뿐만 아니라 각 사업소별로도 안전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안전 최우선 기반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본사 안전경영실이 안전보건을 총괄하고 있으며, 안전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관리,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태안발전본부 공정보건부를 신설하여 안전조직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경영책임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 안전경영책임 계획

추진과제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기타

����빈틈없는�유해위험요인�
발굴체계�강화로�예방중심�
안전확보

����협력사����안전등급제�정착�
및�평가결과�환류체계�구축

����안전사고�사례분석을�통한�
현장�위험개소�지속�개선

����건설현장�안전보건�
관리시스템�체계화

����신규�건설사업장�
현장안전�강화

����건설사업별�발주자�
안전의무�강화�및�
적기�이행

����시설물�유지관리��
체계�강화

����특정시기별�안전점검을�
통한�재난�사고�예방

����분산형�신재생�설비�
예측진단�및�감시강화로�
고장확대�예방

����안전보건�전문교육�내실화

����������������������
구축으로�안전한�작업장�구현

����심신관리를�위한��
산업보건의�위촉�및��
마음톡톡����확대운영

비전
Safety Together, Create Future

목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수 “0” 달성, 안전사고 사망자수 “0” 달성

추진전략
안전 최우선 현장 업무체계 확립을 통한 근로자 생명·안전 보호, 

발전설비 정비·보강을 통한 대형재난 및 중대재해 예방

구성원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사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2022년 3월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새롭게 공표하였으며, 종사자가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본사와 모든 국내 운영사업장에 대해 국제표준에 입각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태안발전본부, 평택발전본부, 

서인천발전본부, 군산발전본부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안전경영 인증

안전보건 경영방침

KOSHA-MS(서인천발전본부)ISO 45001(전사 통합인증) KOSHA-MS(군산발전본부)KOSHA-MS(태안발전본부) KOSHA-MS(평택발전본부)

Safety Together,  

Create Future

존중

KOWEPO’s APPROACH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발전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선정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력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및 협력업체 안전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보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지역사회, 

협력업체,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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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2021년 WP-안전등급제를 도입하여 22개 상주협력사를 평가한 결과, 2등급(양호, 9개), 

3등급(보통, 7개사), 5등급(매우미흡, 6개)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5등급을 받은 6개의 협력사에게는 

안전관리계획서 등 안전보건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직체계 구성 등 자체 개선 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22년 3월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확대

한국서부발전은 보다 효과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대하였습니다. AI 안전영상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밀폐 유해가스 원격감시, 중장비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 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과 협력기업의 안전보건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분산운영 및 시공간 제약, 

접속불편 등을 해소함으로서 안전업무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스마트 안전점검 시스템

기존 시스템추진분야 시스템 강화

AI 안전영상

분석 시스템

실시간��
영상관제

인공지능��
�����영상분석

���모바일������시스템�활용한�
인력�감시�현장↔상황실�
→�다수�모니터�인력감시�한계

�����딥러닝�기반�영상분석으로�
근로자의�불안전�행동�감시�
→�비정상�상황��	�인지�알람

밀폐 유해가스

원격감시

휴대용��
안전모니터링�

�����

모바일��
오피스�앱��
연동감시

���개별�스마트패드�활용한�밀폐�
공간�유해가스�원격감시

→�감시기기�소지자�한정�감시

���서부발전�전용�모바일�앱�연계�
밀폐공간�유해가스�원격감시�
→�다중�원격감시�및�공유�가능

중장비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안전감시��
인력�감시

����플랫폼�기반��
통합관제

���중장비�작업에�대한�신호수��
유도자�배치로�안전확보

→�다수�중장비�작업통제�한계

���중장비�운영�실시간�정보��� �
���������� ��관리�
→�다수�중장비�작업�원격감시

안전문화�및�보건안전

안전소통채널�확대

한국서부발전은 2019년부터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외 안전전문가와 협력사 노·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협력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CEO 주도로 매 분기마다 상주협력기업 경영진, 사업소장, 근로자대표 등 45여 명이 모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안전혁신협의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에는 부터는 안전혁신협의회를 더욱 발전시켜 CEO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CEO 협력기업 안전컨설팅’을 통해 사내 협력기업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최일선 근로자와 밀접하게 소통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년간 69억 원을 투입하여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발전본부 내 작업환경과 위생·편의시설 개선 등 총 30건의 개선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찾아가는 

협력기업 안전컨설팅’을 통해 협력사 개선 제안을 요청받고 72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식당 등 다목적관 신축, 

협력기업 사무실과 위생시설에 대해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안전

레질리언스�안전문화������체계�수립

레질리언스(Resilience, 안전탄력성)란 조직 내 안전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취약점을 분석, 진단한 뒤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해 위험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2020년부터 안전 레질리언스 개념을 도입하여, 모니터링·대응·조직학습·예측의 4대 역량 

강화를 목표로 예방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선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레질리언스 안전문화 2030 체계

모니터링 | 실질적인�대응을�위한�평가체계�구축 변화대응 | 안전환경�변화여건�반영

조직학습 | 현장�이행력�향상을�위한�내부역량�확보위험예측 | 전산시스템�활용�위험예측�및�개선

협력사����안전등급제� ��평가체계�정착

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활용한�실시간�모니터링

안전보건매뉴얼�전면�개정으로�현장�작동성�제고

안전보건매뉴얼�전면�개정으로�현장�작동성�제고

안전등급평가�활용�안전관리�수준별�맞춤형�지원

����� �� 안전지식��신념��행동��관리��성향�등�안전의식�평가

��� � �� 안전의식�인터뷰�¡안전역량�형장�작동성��평가�병행

과도한�규정��분야별�운용양식�등���건�개정내실화

조직별�직무�재정립��용어일치�등��
건�개정명확화

법규준수��시스템�요구사항�등��
건�반영최신화

안전의식�및�안전역량�제고를�통한�전�직원�안전요원화전산시스템�활용�부적합�즉시�조치�및�전사적�공유

리스크�평가�→�목표�설정�→�모니터링��
→�성과측정�→�경영자�검토

지속개선�순환�
체계�전산화

안전전문화교육� ��개�과정�
안전보건교육�참여�활성화�

���
건수료’��년�→����건수료’��년�

재해사례������학습

발전현장�특성�반영한�
애니매이션�시청각�교육

서부발전과 협력사 간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간 협의회, 안전근로협의체, 안전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협력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 안전취약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안전수칙 자율학습 온라인 학습 콘텐츠 「숨은 위험 찾기」, 안전심리상담 지원, 

건강체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간호사 상주 건강관리실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콘텐츠인 「위피와 함께하는 발전현장 재해예방」, 「안전체조」 영상, 「안전과 함께」 뮤직비디오 등은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공개함과 동시에 사내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송출하여 안전지식 함양 및 자신감 고취를 

도모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중대재해 사고가 하반기에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2021년 9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0일간을 산재 취약시기로 지정하고, 이 기간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3·3·3 운동을 

시행하고, 안전행동강령을 선포하여, 모든 회의와 행사 전 제창하고 있습니다. 3·3·3 운동은 추락, 전도, 협착 

사고 등 3대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3대 고위험작업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캠페인 시행 100일간 중대재해, 산업재해, 아차사고를 예방하는 「3-ZERO」를 달성하였습니다.

WP-안전등급제 평가 대상 안전행동강령 선포

사업소 대상�하도급포함�

태안 신흥기공�등���개

평택 ����등��개

서인천 금화����등��개

군산 한전����등��개

총 ��개사

집중안전관리 3-3-3 운동

숨은 위험 찾기

‘안전체조’ 영상

‘안전과 함께’ 뮤직비디오

중대재해 근절 캠페인

발전설비 24시간 감시 AI 로봇

AI 안전영상 분석 시스템

태안발전본부 협력기업 근로자 쉽터

안전혁신협의회 개최

찾아가는 CEO 협력사 안전컨설팅

추락�전도�협착�
위험개소�발굴�조치

3대재해 
예방

화기�고소�밀폐

고소작업�허가제운영

3대위험 
위험

무지�무시�무리

중대재해방지�교육
3無 타파

01

03

02

04

법과�기준을�지키고��
그�이상을��
실행한다

안전이��
확보되지�않으면��
작업하지�않는다�

모든�사고는��
예방이�가능하다

안전실천으로��
나와�가족의��

행복을�지킨다

태도 
변화

행동 
유도

의식 
확대

안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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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건설사업�안전관리�강화

’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건설발주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한국서부발전은 건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안전조직, 규정 및 전문인력 운영 

개선으로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운영 중 발생 가능한 사고사례 기반 추락, 전도 등 안전대책 설계조선 51건과 위험요인 대책 121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김포열병합 건설사업에서는 지능형 CCTV, 고소사업 안전고리 센서, 합동 점검강화로 

1,984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주요 내용

¡�기존��김포건설본부�안전품질팀�부서장�차장��운영

¡�개선��김포건설본부�안전품질부�부서장�부장��승격

태안 건설관리실 및 구미건설본부 안전팀 신설

¡�기존��서부발전�단일�검토�및�승인

¡�개선���차�시공사�검토�및�승인

2차 서부발전 현장 확인 및 이행 점검

현장 안전전담부서 인력 보강안전조직 위험작업 및 장비사용 안전검토 절차 강화허가제도

¡�기존��근로자�불안전행동�및�불안전상태�안전지적

¡�개선��안전수칙�위반�근로자�대상�전문가�안전지도

고위험작업 위험성평가 사전교육 지원

¡�신고��������������제도�운영�작업�거부권�
¡�포상��안전우수�협력사�회사�및�개인��선정

2개 수급사 및 안전우수자 18명 포상

단순 지적 중심 → 근로자 교육 중심전문가 활용 위험작업 및 장비사용 안전검토 절차 강화신고·포상

국민이�체감하는�재난안전지원�체계

한국서부발전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뿐 아니라 국민의 재난안전의식 강화와 지역사회의 재난안전지원 체계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발전소 

자체의 소방 및 구급 인프라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응급처치 

훈련으로 위급상황에 앞장서는 ‘국민 생명 지킴이’를 양성하여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단계적 조치를 

통해 생명을 구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생활안전교육 체험형재난안전교육

참가대상 지역주민���명��학생����명� 부모��어린이�등�지역주민����명

교육내용 다중이용시설안전��작업환경안전��가스안전�등 항공안전��선박안전��건물화재안전��지진안전�등

교육방법 발전소�內�안전체험교육장�활용 지역�대학교�협업을�통한�교육�시행

교육기간 연중�상시�운영 매년�
���월�정례화�시행

지속가능한�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한국서부발전은 대형화·다양화 추세의 재난환경 분석을 통해 코로나·풍수해·화재를 중점관리 재난으로 

선정하고 재난 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의 전방위 재난관리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고위험, 대형 사업장인 태안발전본부 내에 보건전담조직인 ‘공정보건부’를 2021년에 

신설하였으며, 발전설비의 재난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소방·위험물 관리자를 8명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시설물 보수 및 취약설비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2020년 1,897억 원, 2021년 2,561억 원, 2022년 

2,817억 원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재난 환경 분석 결과

재난유형별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최근��년�연평균��국립재난안전연구원�자료참조�

감염병, 풍수해, 화재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

피해규모

GROUP 4 GROUP 3 GROUP 2 GROUP 1 감염병

전염병

폭발

정보통신

조류 풍수해

산사태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산불 화재

가뭄 폭염

지진 대설

황사 철도

항공 시설물
한파

발
생
빈
도

중점관리 대상 재난의 유형별 4단계 추진전략

추진 
전략

추진 
프로세스

재난대비계획

���감염병�대비��
기능연속성�계획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힉

재난안전활동 모니터링

내부 |� 성과점검회의��이행관리회의�분기�

외부 |� 취약시설�점검��안전대진단�반기�

재난안전 수준평가·환류

���재난안전관리�수준�평가

���위험요소�개선�등��
��개�지표

복구대응대비재난관리체계 예방

코로나

풍수해 
화재

����사내�방역지침�강화

���확진자�대응역량�강화

����집단면역체계�구축

���출입자�방역패스�도입

����계절�맞춤형�안전점검

����재난대응�알리미앱�구축

����화재�취약시설�진단�개선

���출입자�방역패스�도입

����방역�사각지대�관리�강화

����확진자�대응매뉴얼�운영

����격리자�방역키트�나눔

���힐링�프로그램�운영

����복합재난�대응역량���
����선제적�대응체계�구축

����긴급복구체계�확립

���닥터헬기장�구축

재난�이전 재난�이후

한국서부발전은 계절별로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재난대응 알리미 앱’을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안내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소방·응급 인프라를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발전소 화재 발생 시 긴급복구체계를 통해 30분 만에 모든 위험요소를 복구하였고, ‘하늘 위 

응급실’인 닥터헬기 이착륙장을 조성하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확보하였습니다. 발전소 재난대응 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난대책본부에서 긴급복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예측불허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 유형별 취약요소 점검

구분 해방�융해�사고 집중호우�폭염 태풍�화재 대설�한파�화재

시기 봄����월� 여름�
��월� 가을�����월� 겨울���월�익월��월�

취약요소 균열��누수��붕괴 침수��사면붕괴��열사병 시설물탈락��침수�붕괴 동파��한랭질환��가설물

조치내용
������개구부�균열��배수구�누수��

토사붕괴�등���건�보수

����배수로�등���건�정비

����안전쉼터���개소�설치

����시설고정�등�
�건�조치

����불조심�강조의�달�운영

����배관교체�등���건�개선

����한랭질환�예방수칙�제공

노후시설물 보수 및 취약설비 개선 등 
재난안전예산 �단위��억�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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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 측면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선제적인 

방역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상황 대응 체계를 통해, 2020년에는 사내확진자 ‘0’명, 2021년에는 사내확진자 7명 발생에도 추가 확산을 방지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체계

한국서부발전은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취약계층, 지역사회의 어려움 또한 분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협력사 대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기재부, ’20.2.12)에 의거하여, 입찰, 계약, 대가 지급 관련 계약 프로세스 개선으로 협력사의 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2021년의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노력으로 134개 공공기관 중 2차 이하 양도실적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지원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 프로세스 개선

문제점 분석구분 프로세스 개선

����코로나��로�제안서�등�입찰서류�직접제출�및�입찰보증금�부담�증가�
����낙찰방법에�따른�행정기간�소요로�입찰기업의�계약준비�업무�부담

입찰

����협상에�의한�제안서�온라인�접수

����종합낙찰제�온라인�입찰�추진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대체

����긴급공고�등�소요기간�단축

����제안서��건�온라인�접수

����종합낙찰제��건�온라인�입찰

����입찰참여�지급각서���만�건�대체�
����긴급공고����→���건���건↑�

���코로나��로�계약보증금�부담�및�계약이행�지체�시�제재�완화�요청계약
����특례에�따른�계약보증금�����감면

��코로나��로�지체�시�책임�면제

����계약보증금�약���억�원�완화

��지체상금�추산�약���억�원�면제

�����코로나��로�기업�유동성�문제�대두�
��검수�대가지급�기간�단축�요구�
��선금�지급비율�확대�요구

대가  
지급

����검수�대가지급�기간�축소�
���	��일�이내�→��	�일�이내

��선금�지급비율�확대�����→�����

����기한�내�대가지급�����
����선급�지급�전년대비����↑�

������년����건�→�����년����社

2021년 추진성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상생경제시스템 활성화 노력

구분 인지세�보험료�전액지원 입찰�진입장벽�완화 상생결제시스템�활성화

추진배경
 ���인지세�계약상대자와�공동부담

 ���보험료�이행보증보험료�업체부담

 ��코로나��로�인한�중소기업�피해�증가

 ��사회적기업�공공기관�진입�애로

  �����차�기업에�혜택�집중

  �����구매�상생결제���공사�클린페이

추진내용
 ���인지세�소�중소社�대상�전액�지원

 ���보험료�자본재공제조합�가입社�대상�전액�지원

 ����소기업�소상공인�납품실적�확대�
���기존��년�→��변경��년

 ����사회적기업�신인도가점����점�↑

  �����차�이하��차�기업으로�확대

  ����대금직불시스템�일원화�
��상생결제�¡�클린페이�→�상생결제

추진성과
 ���인지세�전년�대비����천만�원↑

 ���보험료�전년�대비���개社�지원↑

  ����중소기업�낙찰社�전년比����↑�
��������’��년�→������개社�’��년

  �����기성금�’��년����
억�원�→�’��년�����억�원
  �����노무비�’��년����억�원�→�’��년����억�원�

코로나 ��지역사회�지원

한국서부발전은 방역사각지대 및 사회적 약자 감염 전파 집중 예방을 

위하여, 전국 사업장 소재지 사회복지시설 니즈에 기초하여, 총 358개소 

대상 960회 무상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가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독거노인 등 3,800세대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후원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발전소 인근 소상공인 물품을 구입하여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1석 

2조 영세상인 보호 활동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생활고 극복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업으로 더드림 

행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태안군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보증형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기기 부족으로 비대면 

수업이 불가한 아동복지시설 대상으로, 시설별 자체 수요조사 시행을 

통해 디지털 교육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방역물품 후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코로나19 걱정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발전소 실현

태안군 취약계층  

방역물품 배부

임직원 기부를 통한 

손소독제 지원

사랑의 마스크 기부 캠페인

마스크

121,700개

손소독제

9,300개

체온계

6,300개

신속진단키트

4,500개

2021년 사내 확진자 발생 현황 �단기근로자� � �사내근로자

예방
사내�방역지침�강화�및
확진자�대응력�강화

1

사내 고위험활동 관리 강화

� ��출장� �� 비대면�방식�우선�활용�
및�가급적�최소화

� ��회의� �� 사내�대면�회의�후�해당�
장소�즉시�방역시행

� ��모임� �� 사내�거리두기�단계별�
모임인원제한

사내 고위험활동 관리 강화

� ��사무실� �� 단계�상향�시��
매주��회�이상�방역

� ��집단시설� �� 주기적환기시행�
�매일��회�이상��

� ��다중이용시설� �� 취식금지���
한�칸�띄워�사용

확진자 발생 시를 대비한 긴급복구체계 가동 훈련 

� ��초기�대응� �� 확진자�발생�즉시�제어실��
출입�통제��환기시설�가동�조치��자가�방역

� ��비상�대응� �� 제어실�폐쇄�시��비상�상탄제어실�운영

� ��긴급�복구� �� 상하탄기�현장운전�→�비상탄종�상탄시행�
→�발전출력�정상화

WP-Pass 장점

효율성

정확성

신속성

시스템�연계로�역학조사�신속지원�

방역�당국�정보공유로�허위정보�차단

확인절차�간소화�최대���분�→��분�

대비
사내�집단면역�형성과

방역체계�구축

2

조기 집단 면역체계 구축

� ��코로나���예방접종�가이드라인�수립���
전사�백신접종�교육자료�배포�및�사내�	�����
홈페이지�등�활용으로�사내�직원과�협력사�
백신접종����완료

� ��백신�접종자�당일�특별�휴가�시행������건�

WP-Pass 도입

� ��건강상태확인서�수기�
제출�대비��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구축을�통해�
국가 관리자 이용자�편의�도모

대응
방역사각�해소�및
신속�상황�대응

3

� ��단기�근로자�출입�시������음성�확인서�제출�의무화� � � � ��감염�의심자에�대해�자가진단키트�활용�조기�진단�의무화

’��������본사�확진자�
�명�발생�본사�직원이�
가족으로부터�감염���
접촉자���
명�발생�

������확진자�발생� ������상황판단�
오전�출근으로�동일�층�
사무공간에�직�간접��
접촉자�다수�발생���
추가확산�우려

������환자격리�
재택근무�전환�후��
역학조사�실시에�따른��
직�간접�접촉공간��
폐쇄�및�접촉자�확인

������접촉자관리�
직�간접�접촉자��
��
명�전원�����검사��
및�격리��동일부서��
밀접접촉자�격리�시행

신속한�접촉공간�소독�및��
����검사로�감염확산�차단

본사 최초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흐름도 (확진자대응 프로세스)

수습복구비상대응�접촉자�관리�초기대응�환자격리�징후감지�상황판단�

업무 연속성 확보

“대응매뉴얼 우수성 확인”

복구
확진자의�
일상회복�지원

4

식비 및 물품 지원

� ��사합동�응원�메시지��
전달�및�긴급�식비�비원�
����마스크��손소독제���

식료품�등�방역키트�
제공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 ��내부�협력기업�임직원�
마음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스트레스진단��회���

심리상담������회���
힐링특강���회�

Bye 코로나 Hi 추억여행 사진전

� ��거리두기�장기화에�따른�코로나�
블루�치유�및�추억공유�
����코로나���이전에�다녀온��

여행지��
�개�작품�전시

1석 2조 영세상인 보호 더드림 행복자금 지원사업 계약부서

발전소�인근�소상공인�
물품�총��억�원어치��
구입�후�취약계층��
���
�명에게�전달

기업별��천만�원�
정책자금�보증형�대출로�

총���개사�대상��
��억�원�규모�대출�지원�

����노트북��태블릿�등�
총����대�지원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1명 2명 2명 1명 2명

선제적�방역사각�해소로��
단기근로자�확진자��명만�최초�발생��확산�“�”�

확진자�대응�매뉴얼을�통한��
사내근로자�확진자�발생�최초�에도�확산�“�”

사내�확진자��격리자�등��
일상회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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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체계

한국서부발전은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따른 사이버 위협영역의 확장과 사이버안전센터의 

해킹시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사이버보안 사고 ‘Zero’ 달성을 위한 상시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추진체계

목표
신기술을 활용한 보호체계 고도화 및 미래선도 보호기술 개발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

선제적�보호활동을�통한�사고예방�
개인정보�위�수탁업무�관리강화

첨단기술을�활용한�보호범위�확대�
제어시스템�보호체계�고도화

���보안관�양성과정�보강�
임직원�정보보호의식�제고

로드맵 안정적 관리체계 정립 신기술을 활용한 보호기술 선도 기술확산을 통한 변화리딩

’20년 ’21년 ’22년

추진전략�및�
수행과제

절차 개선 
개인정보�보호활동�다각화

신기술 도입 
정보보호�인프라�확장

미래 대응 
인적역량�강화노력�지속

개인정보�보호활동�다각화

한국서부발전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여 취약점을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ISMS-P 인증을 최초 취득하고, 개인정보 위수탁업무 관리 강화로 제3자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주요성과 위수탁업무 보호활동 전문화

위수탁업무�안내책자�
제작�배포���부�

위수탁�처리업무�담당자�
전문교육��회�

“수집에서�파기까지”�
생명주기�컨설팅��회�

수탁업체�현장점검��
관리자�교육��사�

사이버보안�분야�평가�결과

한국서부발전은 국정원이 실시하는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에서 2020년 85점, 2021년 89.1점을 기록하여, 

평가 대상인 총 36개 공공기관 중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기반시설 보호 대책 이행 평가에서 

2020년 95점, 2021년 96.02점으로 국내 5대 발전사 중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산업부 정보보안감사에서는 

3년 연속 ‘우수’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는 2020년 

97.3점, 2021년 98.5점으로 7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ZERO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안전한�업무환경�제공

한국서부발전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호호범위를 확대하여 WP-사이버보호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이용량이 증가하고 보안취약점을 노린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실시간 감시 

및 보호범위 확장이 필요해짐에 따라 관제·예방·대응·복구의 각 프로세스별로 사이버보안을 보강하여  

더 안전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내부 위협발생 시 선제적 차단과 효과적 조치를 위한 

보호설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기술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재택근무 보안강화 및 제어시스템 
고도화

임직원 가치 증진
일자리�창출

�����중장기�일자리�창출�전략

한국서부발전은 2035 중장기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공, 상생, 미래, 휴먼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객관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위한 ‘WP 일자리지수’를 측정하여 일자리 품질관리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중점 

추진사업 발굴 및 기존 추진성과 반영으로 실현 가능한 중장기 목표를 통해 2035년까지 9,197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35 중장기 일자리 창출 전략

슬로건
행복 에너지, 행복 일자리

전략목표
2035년까지 9,197개의 지속가능 일자리 직접 창출

중점사업
신규복합 건설 등 2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9개 스마트플랜트 구축 등 9개 배려계층 고용지원 등 17개

성과지표
����신규직원�채용실적�

��’��년까지������개

����상생일자리�창출�실적�
��’��년까지������개

����미래일자리�창출�실적�
��’��년까지�����
개

����휴먼일자리�창출�실적�
��’��년까지������개

전략방향�및��
전략과제

양질의 공공 일자리 동반성장 상생 일자리 혁신성장 미래 일자리 포용성장 휴먼 일자리

①�신성장�부문�채용확대

②�합리적�근로문화�정착

③�정규직�전환�및�처우개선

④�저탄소�그린경제�선도

⑤�에너지신사업�투자�확대

⑥�中企상생�안전일터�조성

⑦�발전분야�기술혁신�강화

⑧�디지털�비대면�산업육성

⑨�혁신창업�생태계�조성

⑩�사회적�경제�활성화

⑪�사회�배려계층�자립�지원

⑫�지역균형�공정전환�선도

4대 전략방향별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전략방향
’��년

실적

’� 년
주요�신규사업

목표 실적

양질의�공공일자리 ��� �� ��
 신재생��안전��보안�분야�신규정원�확보

동반성장�상생일자리 ��� ��� ��� 콜롬바아����개발��현장안전�패트롤�용역�추진

혁신성장�미래일자리 �� �
 �� 기록물�분류체계�구축��정보보안�컨설팅�시행

포용성장�휴먼일자리 ��� ��� ��
 빈집�정비사업�지원��사회적경제�창업오디션�개최

계 
�� ��� 
�� ’��년�연간목표�대비�����달성

신규채용�확대와�사회형평적�일자리�창출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일상화로 경기침체 및 고용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탄소경영 생태계’를 촉진하고, 사회적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채용 추진 체계

기회는 공정하게, 과정은 투명하게, 결과는 능력으로추진목표

추진방향 편견없는��
균등한�기회제공

배려중심�투명한��
선별절차�운영

기회는�공정하게��과정은�
투명하게��결과는�능력으로

시행과제
�주관성을�배제한��서류전형

�블라인드�면접�역량�강화

�기준변경시�철저한�사전공지

�평가점수�및�합격선�공개

�직무중심�평가문제�발굴

�직무연계�토론면접�문항개발

공정 투명 적합

환류 체계

채용점검위원회  
신설

정규직 주요 채용 실적 �단위���명�

구분 �� � ���� ��� 

청년 ������ ��� �����

고졸인재 �� �� �����

지역인재 �� �� ��

보훈대상자 �� �� ��

장애인�경증� � � 


장애인�중증� � � �

경력단절여성 � � �

국정원 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

���� ����

��점

��� 점

국정원 기반시설 보호 대책 이행 평가

���� ����

��점

��점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 ����

����점
����점

����빅데이터를�활용한�분석시스템�개발

����원격근무�보안관리�기준�제정�및�배포

보안관제 및 예방활동 강화

����실시간�홈페이지�공격�보호설비�도입

����자체�침해사고�분석�및�보안취약점�발굴

사고대응 및 복구체계 보완

ISMS-P 
최초인증��

취득

6년 연속
�����인증��

획득

A
개인정보��

평가

100점
침해대책�분야�

평가

신규 채용 실적 �단위���명�

������

���

 ����

���
���  ��

� �전체�신규채용�인원�명�� ■�체험형�인턴�명�

보안업무유공기관상
���� ���� ����

59한국서부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58 실천하는 ESG



공공분야�채용�확대�및�인턴제�운영�내실화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전환 대비 신재생 신규사업인력 채용을 늘리고, 2인 1조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및 김포열병합 신규 입력을 25명 채용하였으며, 

안전관리 및 기술보안 인력을 33명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연간계획과 상하반기 비율 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피크제 및 휴직·퇴직 예측기반 결원 48명을 조기채용함으로써 공공분야의 채용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직장체험 기회 제공, 인턴 교육지원 확대 및 채용 

우대사항을 도입하여 취업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협업과�소통을�통한�지속가능한�일자리�창출�기반�마련

한국서부발전은 시너지 발휘를 위한 협업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발전산업 인재양성 추진을 위한 지역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 협업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친환경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 내용

구분 추진내용

친환경�기술개발�전문기관�협약

��탄소중립�인재양성�및�기술개발을�위한�업무협약�
월��서울과학기술대�
��국내�기술�기반�차세대�친환경�수소터빈�상호협력�협약��월��두산중공업�
��에너지전환�관련�협력기업�전문인력�양성�업무협약��월��발전교육원�한전산업개발�

친환경�대학원과정�발굴�운영�확대

��배출권거래�및�기후환경�정책�전문성�강화를�위한�기후변화�협동과정��명��월��세종대�
��과학기술정책�석박사�통합과정��명�선발��월��아주대�
��新발전공학�과정��명��월��연세대���응용공학과��명��월��서울대�

친환경�발전분야�지역인재�양성�협약
��오픈캠퍼스�총��기�과정�운영�충남�공주�한밭대�친환경�발전산업�지역인재����명�양성�
��지역혁신�플랫폼�사업�공동수행을�위한�기본협약�체결��월��충남대�

���지역거점대학�충남대��중심�협업

협업 확대

추진내용구분 추진성과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참여��개�대학으로�확대�’����월�

���대전�충청��개�공공기관�협의체�운영 ���창업진흥원��소상공인진흥공단�포함��개�기관으로�확대�’����월�

���충남�취�창업�공모전��회�공동개최

소통 활성화

�����일자리�아이디어�공모�’����월���청�장년�창업�오디션�’����월��

���일자리�사업성�평가�위주의�자문�시행 ���공정전환�대응�지역일자리�수요발굴�관련�자문�’����월��시행

인적자원개발

중장기�인적자원�개발�체계

한국서부발전은 대내외 환경 및 이해관계자의 니즈 분석을 통해 구성원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향상시키고자 인적자원개발 로드맵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전환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자기주도 학습문화를 조성하고, 2035년 종합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습니다.

HRD 관리 추진체계

����시사점
전력산업 변화 대응 및  

선도를 위한 전문역량 확보

세대 다양화에 따른  
갈등관리 역량강화 필요

구성원 니즈 및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인프라 개선 필요

��전략연계�전문인력�양성계획�수립

��핵심분야�전문역량�강화�교육�운영

��소통�공감��갈등관리�교육�운영

��변화관리�성과향상�교육�진행

��디지털�기반�상시�학습환경�구축

��참여형�학습콘텐츠�확대

����중점과제
미래대응 전문역량 개발 갈등관리·변화인식 역량강화 자기주도 학습문화 조성

직원역량�강화�교육

한국서부발전은 전문인력 양성 분야별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및 신사업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나가고자 전력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수준별로 개설하고, 기존 과정은 확대하여 직원의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 분야별 대표 교육과정

인력양성�분야 현�수준�진단

대표�교육과정

준전문가 전문가 �����

신재생 사업개발�운영������교육�부족 태양광�발전기초����명� 태양광�시공실무���명� 태양광�사업개발���명�

수소경제 수소기술�전문가�역량�확보�미흡 수소�밸류체인�
명� 수소�역량강화��명� 수소기술개발��명�

탄소자원화 �������추진인력�양성�필요 탄소�사업전략��명� 탄소중립�기술��명� 기후변화�석사��명�

	���신기술 �	�빅데이터�등�자문�인력�부족 빅데이터���	����명� 	����드론���명� 데이터�분석��명�

가스복합 가스터빈�튜닝�및�운영기술�미흡 복합화력�기초��
�명� 가스터빈�실무�
�명� 가스터빈�튜닝���명�

��� 시장�동향파악�및�분석능력�필요 초급�����기초��명� ����사업평가��명� ����사업개발��명�

재무관리 불확실성�대응전문가�양성�필요 기초�재무회계����명� 자금조달�실무����명� 결산�전문가���명�

전력거래 전력시장�변화대응�교육�미흡 전력산업�입문����명� 중급�계통운전반���명� 전력시장�전문가���명�

자기주도�학습문화�확산

한국서부발전은 학습조직 성과공유 및 지원을 통한 사내학습조직 활성화 뿐 아니라 경영진-직원과의 

멘토링, 직원참여형 이러닝 콘텐츠 제작 확대 등 자기주도 학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 

사내 학습동아리 학습 동기부여 강화 및 인센티브 제도개선을 통해 전사 172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개선 및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직원 의사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CEO, 부사장 등 

경영진과 함께하는 멘토링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교육 시간은 2019년 118.84시간, 2020년 

109.06시간, 2021년 119.04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CEO와 함께하는 멘토링 활동

학습동아리 활동

�����

�����

����

  ����

������

������

최근 3개년 교육 실적

�■��인당�교육훈련�비용�천원�
��인당�평균교육�시간�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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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반�상시�학습환경�구축

한국서부발전은 이론 위주의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교육 몰입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쌍방향 소통기법 확보 및 실제상황 구현을 통한 체험, 실습 

교육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의 한계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발굴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위험성 평가 기법을 도입하여, 근로자가 실제 

작업장처럼 소음, 기계작동, 운반작업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화기 

· 밀폐 · 고소작업 등 작업 유형별 동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본사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게까지 

배포하였습니다.

평택발전본부 VR 안전체험장 태안발전본부 VR 안전체험장

또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 플립러닝, 상시 학습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등을 통해 

교육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교육 연속성, 효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동영상 지식공유 플랫폼 W-Tube 내 

빅데이터 분석 등 1,405개의 디지털 콘텐츠를 축적하고, 전자 도서관 내 전자도서 397권을 확충하여 비대면 

환경에서의 24시간 상시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 컨텐츠

교육방식 운영방식

플립러닝 온라인�사전학습�후�오프라인�강의�진행

북러닝 사외특강�독서교육�대체�저자특강�온라인�진행

마이크로러닝 ��분�이내�최신�트렌드�콘텐츠�제공

현장교육 수요�사업소로�찾아가는�발전정비�교육�진행

�����기반 정비�안전�등�가상체험장�구축��비대면�실습�진행

이동식스튜디오 회의장�내�포터블�화상교육장�설치

게이미피케이션 원격교육시게임기법�도입��비대면�팀빌딩�시행

�	���과정 온�오프라인과정�외�실시간�비대면�과정�개설

소통�공감�교육을�통한�조직�활력�제고

한국서부발전은 기성 세대-MZ 세대 간 상이한 성향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을 방지하고자, ‘리버스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버스 멘토링이란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기존 멘토링의 반대 

개념으로, 젊은 직원이 멘토가 되어 신기술, 최근 트렌드 등을 주제로 기성세대 직원을 코칭하는 역발상 

소통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급 간 대면 기회 부족에 따른 팀워크 저하를 방지하고, 상호 이해 및 협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2~4직급을 대상으로 힐링 액티비티 및 직급 간 팀워크 증진 프로그램 등을 2021년에 

신설하였습니다.

W-Tube 플랫폼

전자 도서관

양성평등

여성채용�확대�및�생애주기별�여성관리자�양성�노력

한국서부발전은 여성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하여 사원급 직원을 대상으로 동기부여를 통해 중간관리자로의 

성장 목표 수립을 지원하고 위원회 및 리더십 교육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관리자 

및 여성 채용을 확대하여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여성인력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여성인력 양성방향

여성 채용비율 20% 이상 달성 관리자 확대 8%�’��년� → 10%�’��년� → 13%�’��년�목표

지원자~사원단계 양성방향

����양성평등�채용목표제�운영�및�홍보확대

���중간관리자로의�성장목표�수립�지원

조직문화 개선

����출산�및�양육지원을�통한�
여성친화적�근무제도�운영

중간관리자~고급관리자 단계 양성방향

����경력개발을�통한�보직배치�확대

����위원회�및�리더십교육의�여성참여�확대

성별�균형의�조직문화�조성

한국서부발전은 CEO 주도로 직원과의 소통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채널로 ‘삼삼(芟三)한 토크’와 

‘우리통했쎄오’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리통했쎄오’는 전사 1~3직급 여성리더와 CEO간 소통을 통해 여성 

리더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채널로써, CEO와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제안의견 15건 중 순환보직 확대, 

서부 의인상 제정, 가족 친화시설 확대 등 13건을 채택, 개선하였습니다.

임원임명의�양성평등�실현

한국서부발전은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여성임원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 평등실현을 위한 ‘임원 후보자 성별균형 추천제’의 적용 방안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홍보게시판을 두어, 공모대상 직위에 대한 여성 지원을 촉진하고 있으며, ‘임원 

후보자 성별균형 추천제’를 바탕으로 여성의 임원 임명 가능성 제고 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임원 추천 

후보자의 남성편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 

양성평등 목표제 홍보

�����상시�회사�홈페이지�
양성평등�목표제�홍보

���������공개모집�직전�홍보

임원후보자 공모

����여가부�등�
개�홈페이지��
�개�일간지������홍보

����성별균형�추천제�시행�명시�

임원추진위원회

����여성위원����이상�포함�
임원�후보자�성별균형

����추천����시행�의결

후보자 추천

����비상임이사�후보자의��
���여성지원자�추천

�����’��년��명�→�’��년��명�

여성임원 확대 목표 및 실적

구분
’� 년

’��년 ’��년 ’��년 ’��년 ’��년
목표 실적

여성임원�임원정원�명� ��� ��� ��� ��� ��� ��� ���

여성�임원�비율�� �� �� �� �� �� �� ��

3개년 전체 여성채용 비율

�����

�����

�����

3개년 기술직 여성채용비율

����

�����

�����

3직급 이상 여성관리자 수

■������ � ■�����

보직 
(본사)

��명 28명

보직 
(사업소)

��명 30명

전체 
여성관리자 비율

���� 7.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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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존중의 
기업문화

노사상생과�발전을�위한�전략체계

기업문화�추진�체계

한국서부발전은 2020년 ‘Rise AGAIN 4 WP’을 슬로건으로 하는, 新기업문화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4대 

핵심가치를 새롭게 내재화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4대 핵심가치 아래 12대 하위요소 및 행동규범 내재화 

활동 전개로 서부발전 고유의 기업문화를 정립하고 CEO의 경영철학인 효율적 업무문화 조성 및 소통과 

협업 강화, 안전문화 확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ESG경영 확산에 따른 청렴윤리,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관련 내용을 강화하여 새로운 기업문화 추진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新기업문화 추진 체계 내 핵심가치별 하위요소와 행동규범

新기업문화 추진 체계

우리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회 공공의 발전에 기여한다
미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
비전

Powerful
생동감�있는�조직지향점

Motivating
함께�성장하는�구성원

Joyful
안전하고�건강한�조직

Understanding
상호존중�신뢰하는�우리

조직 자긍심 강화

��가치체계�내재화

��조직�소속감�향상

�대�전략방향�및��
�개�실천과제

전문성·역량 강화

��작무역량�향상

����직장인의�소양�강화

일할 맛 나는 일터 조성

��안전�문화�확산

���업무효율성�향상�및�
근무�혁신�문화�확산

존중과 신뢰의 일터 조성

��공감과�상생�문화�확산

��리더�팔로워십�변화

최고를 향한 열정

핵심가치

성장을 위한 도전 생명 안전의 존중 상생을 통한 신뢰

전문� �� 목표� �� 몰입 변화� �� 창의� �� 완결 안전� �� 배려� �� 실천 청렴� �� 소통� �� 협력

슬로건

최고를�향한�
열정

성장을�위한�
도전

생명�안전의�
존중

상생을�통한�
신뢰

자신이�맡은�분야에서��
최고의�전문가로�성장하고�목표를�

달성하기�위해�원칙과�규정에�충실하며�
주도적으로�업무에�몰입한다

��자기�주도적�문제해결�능력을�확보한다�
��업무노하우의�공유와�지속�발전에�노력한다

��명확한�목표�의식을�가진다�
��능동적�업무태도를�유지한다

��책임감을�가지고�업무에�몰입한다�
��주인의식을�갖는다

��새로운�시도나�혁신에�개방적으로�수용한다

��새로움에�주저하지�않고�적극적으로�반영한다

��새로운�시각과�관점에�개방적�태도를�가진다

��관행에�도전하고�효과적인�업무처리를�추구한다

��성과를�내기�위해�일관된�자세를�유지한다

��무엇이든�시작하면�끝을�보겠다는�집념을�가진다

��안전을�최우선으로�이식한다

��안전규정�및�법규를�준수한다

��다양성에�대해�이해하고�인정한다

��직원��협력사��지역사회�등�상대방의�입장을�이해한다

��나의�역할에�맞게�솔선수범한다

��업무목적과�절차를�이해하고�실천한다

��일의�목적과�원칙에�따라�처리한다

��회사의�규정에�따라�업무는�투명하게�처리한다

��직급��나이에�상관없이�상대방을�존중한다

��다양한�의견과�관점을�이해하고�경청한다

��이해관계가�상충하더라도�업무협조와�조율을�위해�노력한다

��이해관계자와�함께�성장할�수�있도록�협력관계를�유지한다

회사의�지속적인�성장과�변화를�위해�
기존의�업무프로세스�및�관행을��

개선하고��주어진�목표는��
상호협력하여�끝까지�완결한다

안전��생명��환경�등��
사람중심의�가치를�인식하고���

안전하고�깨끗한�일터를�조성하는데�
앞장선다

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
상호이해와�투명하고�진정성�있는��
소통을�통해�상생의�협력관계�및��

신뢰를�형성한다

변화

창의

완결

안전

배려

실천

청렴

소통

협력

전문

목표

몰입

끊임없이�변화하자

창의적으로�생각하자

끈기있게�완결하자

안전한�일터를�만들자

타인을�배려하자

기본을�실천하자

청렴하게�일하자

치열하게�소통하자

상호�협렵하자

전문가로�성장하자

목표를�달성하자

업무에�몰입하자

핵심가치 정의 하위요소 행동규범

노사문화�및�소통

갈등분석을�통한�소통채널�개선

한국서부발전은 조직 내 갈등 개선을 위해 온라인 형태의 서부청원, 서부스피커 및 오프라인 형태의 

삼삼(芟三)한 토크, 우리통했쎄오 등 여러 채널을 바탕으로 사내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한정된 인건비 재원과 재무여건 악화로 인한 보상요구, 노조원 위주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간부들의 불만고조, 승진기피, 성별불균형에 따른 여성리더 부족,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소통채널을 개선하여 화합의 노사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갈등분석을 통한 소통채널 개선방향

갈등형태 소통채널 개선방향

직급 및 성별 간

• 비조합원 고충을 집어주는 “핀셋소통” | ����직접�소통�및�개선시행

삼삼(芟三)한 토크

CEO와  
3직급(차장)과의 대화

�����의�차장�직급�수행�시�겪은�경험담�등�공유

��‘차장�기�살리기�방안�수립’�등�제안���건�수렴

여성 1~3직급 리더와 
CEO와의 소통

우리통했쎄오

�����와의�대화를�통해�제안의견���건�수렴

���차�산업시대�여성리더를�위한�특강�시행

세대간

• MZ세대 특성을 반영한 “맞춤소통” | 특성별�소통채널�확대로�갈등해소

MZ세대 특성 미디어 매체에 익숙함 강한 개성, 다양성 중시

MZ세대 특화 
소통채널 운영

����동영상�지식공유�플랫폼������ �개설�
��교육� 도와줘요��서부선배 등��¢��교육�
��윤리� 청렴�¢� 갑질상황선별클리닉 등�
��기업문화� ��년생과�일하는�방법�등�
��여가� 뭉쳐야친다� 집밥대장금�등

����멘티��¡세대�가�원하는�멘토를�지정하는��
� � �� �멘토링�시행�
����멘토�선택부터�프로그램�구성�및�운영까지��

주체적으로�결정하도록�하여�참여�촉진�
��멘티의�자문역으로�사업소�노조지부장�지원

서부-협력업체간

• 협력업체 상생지향 “행복소통” | 근로환경�개선으로�안전체감도�향상

추진성과

추진배경
����기존�안전관련협의체를����가�직접�참여하는�협의체로��

개선하여�현장�의견�실행력�확보�

서부-협력업체 안전혁신협의회 노사 공동 협력업체 환경 개선 활동

����협력기업�근로자의�근로환경�개선을�통한�적절한�휴식공간�
제공�안전복지�강화로�안전사고�예방

추진내용
����서부발전�협력기업�안전혁신협의회��회�개최�

������주관�중대재해�근절�������현황�점검�등�
����스트레스�해소를�위한�발전소�안전쉼터�신설���개소�
������� ����� �운영�이동형�에어컨��빙과류�지원�등�

����‘���안전등급제’�시행으로�전사�안전의식�제고�
��협력사�안전역량�평가에�따라�인센티브�부여�

����협력업체�니즈를�반영한�근로환경�개선으로�협력기업�
안전체감도�향상�����점상반기�→�����점하반기�

근무형태 및 부서간

•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공감소통” |� 근로조건�위주의�노사협의를�넘어�경영현안�및�위기상황�공유

회사

급여�및�복지제도�설명회��회�

����명의�업무망�팝업자료�게시��회�

경영진�현장점검���회��등

공정한�에너지전환�노사토론회��회�

주요 경영현안

인건비�부족�및�사내기금�고갈

당기순손실�지속발생�등�재무위기

중대재해처벌법�등�안전리스크

노동조합

위원장�주관�조합원�설명회��회�

사업소�지부장�주관�간담회��회�

안전국장�주관�현장점검��회�

탄소중립�대응����운영탄소중립�정책�가속화��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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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과�발전을�위한�전략체계

한국서부발전은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사가 함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행복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경영현안을 반영한 노사관계 

발전전략을 재수립하고, 노사공동 협의체계를 운영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여 당면한 

현안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추진체계

비전
공정, 공감,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관계 구축

추진방향�및�
실행과제

공정하고 안전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 생산적 노사문화 구축 노동 존중 일터 구현

��공정한�에너지전환�기반�조성

��안전�최우선�작업환경�구축

��갈등해소형�소통채널�운영

��노무관리시스템�및�교육강화

��근무형태별�핵심�애로사항�해소

��안전하고�행복한�일터�조성

1 2 3

공정하고�안전한�근로환경을�위한�노사협의

한국서부발전은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 협의와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ESG 경영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시행하고 탄소중립 TF와 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노·사·정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서부발전 노조와 협력업체 간 간담회를 통해 탄소중립 TF의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노동조합, 회사, 정부의 협업을 통하여 안전관리 개선부문의 근로자 의견 청취를 강화하고 안전점검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일과�삶이�균형을�이루는�행복한�일터

한국서부발전은 근무형태별 핵심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근무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새로운 교대근무체계 도입을 

통해 겸직 근무를 최소화하였으며, 유연근무 제도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 야간 근무 최소화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족친화기업 10년 연속 인증(여성가족부), 여가친화기업 3년 연속 

인증(문화체육관광부)을 받았으며,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을 2020년 수준 대비 23시간 단축하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활성화 주요 실적

구분 추진실적 추진성과

육아제도�활성화
��인식�개선을�통한�자연스러운�아빠�육아휴직�사용�활성화�유도

��육아단축근무��일��시간��권장으로�육아�부담�경감�환경�조성

��남성�육아휴직�사용�증가���명�→���명�
��육아단축근무�이용�증가����명�→����명�

휴가사용�촉진
��장기휴가��일�이상��사용�내부평가�목표�상향����→����
��휴가�사용�최소단위�변경�����→�������을�통한�유연성�제고

��장기휴가�사용률��
�증가

��시간단위�휴가������명�사용

하계휴가�분산
����하계�휴가�사용�권장�기간�조정�

���기존��월�주����월�주�→��변경�
월�주����월�주

����하계휴가�사용률����증가�
��’��년����명�→�’��년�
��명

업무는 즐기고 여가시간엔 성장하는 「워라블(Work-Life Blending)」 복지

ESG 경영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시행내용

����������제�전사�확대�시행�등�장시간�근로관행�개선�
���개�캠페인�시행�휴가�자유롭게��유연근무�활발하게��정시퇴근�당연하게�

���모바일오피스�고도화�결재범위�확대�및�신규기능�추가�로�원격근무시스템�
인프라�보강�및�유연근무제�확대

���안전보건경영�운영사례�등���개�학습조직����명�참여�및�노무사��
사회조사분석사�등���개�자격취득�교육�운영

���코로나블루�극복을�위한�온라인�마음건강�검진��회�������명��및�사업소별�
맞춤형�힐링프로그램�시행�

조직

즐거운�
업무시간

개인

성장하는�
여가시간�

구분 시행결과

�����인당�근로시간�단축�
�’��년����
����→�’��년���������

����재택근무������명�등�유연근무제��
�����건�이용�전년대비����증가�

����자격취득�과정����명��수료�및���개�
우수학습조직�선발�

����마음근육�키우기��화분만들기�등�
힐링특강���회�����명��참여

인권경영

인권경영체계

한국서부발전은 UN의 「기업의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GPs)」 및 UN 글로벌 콤팩트(UNGC)의 10대 원칙 

등 국제 인권기준을 지지하며, 이를 반영한 ‘UN 인권경영헌장’, 인권경영지침을 적극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존중 책임 이행을 위하여, 2018년 10월에 수립하였던 <WP 중장기 인권경영 

체계>를 국내외 인권경영 트렌드 및 ESG경영 확산 등을 반영해 ‘21.12.30, 新인권경영체계를 새로이 

정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4대 추진전략, 13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회사의 ESG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인권정책·시스템 적용 범위에 자사 사업장 뿐 아니라 협력사까지 포함하고 미세먼지·간접고용 이슈 등 

한국적 ESG 지표 특성을 고려하는 등 인권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新인권경영 추진체계

비전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 받는 행복한 일터 구현

중장기�로드맵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22년) 인권경영 가치 확산(~’24년) 인권경영 정착(~’26년)

��국제기준�인권경영�체계�정립

��사회�환경�인권경영�기반�구축

��임직원�인권경영�내재화

��이해관계자�인권보호�대상�확대

��인권경영�대표기업�이미지�구축

��이해관계자�상생�클러스터�구축

① 인권경영 체계 강화 ② 인권경영 가치 확산 ③ 환경 보존 활동 강화 ④ 사회적 책임 강화

��위원회�운영�실효성�강화�
��인권존중�공감대�형성

��이해관계자�소통�강화

��맞춤형�인권보호�활동�전개

��환경관리�체계�강화

������ª����실현기반�구축

��인권�존중�최우선�일터�조성

��동반상생�생태계�조성

����년�추진전략��
및�실행과제

인권경영�추진조직

한국서부발전은 2019년 1월,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신고접수, 조사를 담당하는 WP인권센터를 설치한 뒤, 

2020년 11월,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인권윤리경영위원회는 CEO가 위원장 역할을 

담당하며, 인권경영 실행조직과 인권침해 구제조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WP인권센터가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신고접수, 조사에 특화되어 있다면,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조치, 처리결과 

공지, 2차 피해 예방,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인권경영 추진조직 * 인권경영 규정(인권경영지침)

-   절차서 : 인권침해사건 상담·조사 

매뉴얼(’20.11 지침에 산입)

인권경영

실행조직

인권침해

구제조직

인권·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

인권경영담당관

�관리처장�

인권경영주관부서

�윤리준법부�

��인권센터

�센터장��인권경영담당관�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인권센터장�

인권영향평가�결과

한국서부발전은 인권경영 현황 점검 및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기반으로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에서, 2021년에 평균 

99.78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수치인 99.55점 대비 0.23점 상승한 것으로서, 평가 대상 항목인 

20개 인권영향평가 분야 중 ‘정보인권’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점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2020년 93.85점에서 2021년 100점으로 전년 대비 6.15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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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주요�추진�성과�

한국서부발전은 직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경영 관련 예능 토크쇼, 인권송 뮤직비디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방송 등의 콘텐츠를 사내 방송과 사내 영상 공유 플랫폼 W-Tube를 통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구성원과 협력사 대상으로, 안전의식 강화와 갑질·성피해 

예방을 통해 인권존중 최우선 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권, 건강권을 비롯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기관과 협업하여 맞춤형 

인권보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권경영 주요 추진 성과

맞춤형 인권보호 활동

이해관계자�및�특성 소통강화 맞춤형�인권보호�활동�추진

협력

지원

발전현장�근로여건에�따른�
안전권�건강권�침해�가능성

비대면�소통채널�활용

개선�요구사항�수집

��발전현장�거점별�근로자�쉼터���개소�신설

��안전취약�설비개선으로�안전권�건강권�보호

지역

주민

발전소�위치�특성에�따른�
낙후지역으로�생존권�위험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참여로�지역현안�파악

����지역주민�발굴�아이디어�이행�지원�
��시간제�돌봄�서비스�시행�등��개�의제

온실가스�감축�사각지역��
미래�환경권�침해�위험

충남지속발전협의회를

통한�취약�마을�선정

����기후위기�안심마을��
개�조성�누적���개��
��고효율�조명�보일러�교체�등�에너지�비용����억�원�절감

인권교육 컨텐츠

예능 토크쇼(격주화목)

인권송 뮤직비디오(매주 월~금)

직장 내 성희롱 예방(특별방송)

상생경영 | 中企 상생협력 인프라 구축 지역공감 | 지속가능 지역발전 사업추진

상생  
생태계  
조성

中企 경영관리 역량 강화 소득창출 기반 강화포용적 中企 성장 도모 주민 자생력 강화

동반성장 파트너십 구축

협력이익���건�및��
성과���건�공유

마을공동체 구축

마을�지역주민�현안해결�
��개�마을���천만�원�마을�

협력사 재난·안전 기반구축

안전일터�조성�지원�
���
개사�����억�원�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

旣�구축�스마트팜�활용�
전문가�교육시행��회�������

동반성장
동반성장�추진체계

한국서부발전은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제도적 지원을 실시하며, 중소기업 상생협력 전담 

조직을 통해 협력업체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로 인식되는 

ESG경영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노력하며, 혁신성장 지원으로 

수익창출 기반 마련 및 한국판 뉴딜 연계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대응과 발전 

원천기술 확보로 해외 동반진출을 통해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추진체계

목표
중소기업 지속성장 지원으로 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성과지표
����중소기업�����지원실적

����안전문화�도입�확산�노력

����향토기업�지원�노력

����외부�온실가스�감축량

����혁신제품�구매�금액

����협력기업�수출�강화

����다투자�기술개발�실적

����실증시험과제�추진�실적

추진방향�및�
추진과제

ESG경영 확산 탄소중립 대응 지원 협력사 수익성 제고 혁신개발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활성화

����안전지원사업�확대

����충남도�상생협력�강화

����저탄소�성장기회�제공

����혁신제품�구매�확대

����해외판로�동반진출

����혁신개발�지원�협업�확대

�������������제공�활성화

A B C D

상생경제�생태계�조성

협력사����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서부발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2달간, 3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ESG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간, 소규모 협력사 

안전관리자 고용 지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자동심장제세동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등 안전설비 

도입을 지원하여, 106개 협력사 대상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SG 평가 결과, 상위 5개사에게는 ESG 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하였고, 평가에 참여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가에서 주어진 개선과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022년 내 모니터링하고 연중 재평가하는 등 사후관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ESG 역량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설비교체, ISO 인증 획득 등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급망����관리

한국서부발전은 협력회사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지원체계 다각화 및 오픈형 벤처기업 

지원으로 성장을 촉진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중심 3-Combo(제조·생산성·경영) 혁신 프로그램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근원적 체질개선과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상용이엔지, 뉴토크코리아 2개 사가 생산성 유공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Combo 혁신 프로그램

구분 산업혁신운동��제조혁신� 혁신파트너십��생산성혁신� ���대응역량�강화��경영혁신�
대상 ����차�소규모�영세�협력기업 �차�협력사�및�발전산업�연관기업 수탁기업협의회�및�강소혁신기업

내용 설비도입��설비�생산�품질�관리 제품�조직�프로세스�혁신��컨설팅 교육�����진단��컨설팅�및�모니터링

실적 ’��년���개社�누적����개社� ’��년���개社�누적����개社� ’��년���개社�신규도입�

중소기업 ESG 경영 역량강화 세미나

협력사 ESG 역량 강화 사업 착수회의

성 피해 발생 Zero 지속갑질경험 (2.5%’20년 → 0.1%’21년)협력사 안전관리 수준 향상

생명ㆍ안전 | 생명ㆍ안전 최우선 일터 조성 근무환경 | 갑질ㆍ성피해 경각심 제고
인권존중 
일터조성

안전의식 내재화

(내부) 안전 전문교육 강화

���개�교육과정�운영���
��
건’��년�→����건�수료’��년

(외부) 안전등급제 도입

상주�협력사�대상��
안전의식�측정ㆍ진단

갑질근절 프로젝트 시행

상급자���대�실천기준

하급자��대�기본소양

4대 폭력 구제 강화

�개�사업소�주변지역�
성인권센터와�����체결

인권교육 이수율

�����

�����

 ����
�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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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품�����지원

한국서부발전은 보유 산업재산권 무상양도와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으로 기술주도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산화 프로젝트 「WP-코디30」에 소·부·장 정책연계를 통해 9개 사에 11건 

특허양도를 하는 등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서부�디지털�기술공유센터

한국서부발전은 2020년 11월, 판교에 ‘서부 디지털 기술공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본 센터는  

공유플랫폼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전력데이터 기반 신사업 창출과 민간기업의 발전사업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태안·군산·평택·서인천 등 서부발전의 4개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약 40만 

개의 발전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의 기술을 이용해 

중소·중견기업들이 고장 예측, 성능향상 등 발전소 운영에 최적화된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공유센터」 구축 디지털 데이터 공유플랫폼 개발ㆍ운영

판교�테크노벨리장소

디지털�이노베이터���������	���§������디지털�기술�
역량�보유�플랜트�엔지니어����명인력

��산�학�연���여�개�기관과�데이터�협력관계�구축

����서부발전�전�사업장의���만�개�발전운영�데이터�축적�
��디지털�데이터�댐의�기능�및�역할�수행�
��데이터�신청�승인�분석�등�통합서비스�제공

기업성장응답센터�운영

한국서부발전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해소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센터는 한국서부발전 조달협력처 계약자재부 부장과 

차장이 전담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센터는 기관 홈페이지에 ‘기업성장응답센터’ 메뉴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형태 및 운영 프로세스

국내판로 개척

����실무협의��건��→�합의��건�
��������인증기업�등����개社�참가

�����건�혁신제품�신규�지정

����기술마켓�혁신제품�매출��
��억�원�

현장 소통채널 구축·활성화

에너지 기술마켓 운영 활성화 

��모범거래모델�고도화�및�과제�발굴

한국서부발전은 2021년, 공정경제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WP모범거래모델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 36개를 

신규 발굴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중 100% 완료를 목표로 자율적 거래관행을 개선해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구분
’� 년���모범거래모델���개�과제�신규�발굴� 추진결과

발굴과제 개선내용 완료 진행

對협력업체��
거래관행�개선

���건�

불공정��
관행개선

��비밀유지협약서������수취�의무

��부당�불공정�계약조항�개정

��규정�개정�및�전자조달시스템�반영

��자회사와�공정계약�체결
�
건 �건

산업안전��
책임강화

�� 개정�산안법에�맞춘�규정�개정

�� 건설공사�안전관리비�대상�확대�
��도급인�책임�강화한�규정�지침서�개정

��안전관리비�사용기준�개정

건 �

민간기업��
불공정행위�차단

��건�

불법하도급��
근절

����관련�규정�위반�시�제재�근거�구체화�
��민간기업�간�불공정행위�억제�노력�

��위반�시�계약�해지�등�제한�구체화

��불법�하도급�금지서약서�제출�의무화
�건 �

입찰담합��
금지

��입찰담합�포착�시스템�구축

��입찰담합�신고�포상금�지급근거�마련

��입찰담합포착시스템�구축�중
��입찰담합�신고�포상금�지급기준�제정

�건 �건

공정거래��
내부준칙�마련

��건�

내부평가��
강화

����공정거래�준수�관련�상벌제도�도입�
��위반행위�관련�내부평가�감점�확대

����공정거래�법률준수�등을�위한�배점�확대�
��외부�지적사항�건당������점�→�����점

�건 �

신고채널��
활성화

��중소기업�규제�애로해소�소통창구�마련

��불공정�하도급�신고채널�인식�부족

��민원해소를�위한�기업성장응답센터�구축

��불법�하도급�신고제도�활성화�방안�추진
�건 �

하이테크�전문인력�양성

한국서부발전은 2021년 9월, 한국발전인재개발원, 한전산업개발과 ‘공정한 에너지전환 준비를 위한 

하이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석탄화력 근로자 

인력전환 협업모델’을 함께 만들어, 2022년부터 태안화력 1·2호기가 폐지되는 2025년까지 4년간, ▲최신 

LNG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발전설비에 특화된 전문가 5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 1~4호기가 폐지될 때까지 협력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대근무 인력재배치 방안 등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장지원

신시장�개척

한국서부발전은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갖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맞춤형 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힌 판매시장의 글로벌·현지화를 위해 정보교류·공동마케팅을 위한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효과적인 현지시장 공략을 위한 법인 설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R&D 및 교육·컨설팅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판로 개척

석탄화력 협력기업  

High-Tech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ONLINEOFFLINE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 프로세스

1

4

2

3

현장중심 과제발굴

온�오프라인�규제애로�신고접수

규제대안 심층분석

현황�문제점�진단�및�대안�검토

규제개선, 종결처리

신고접수�처리결과�회신

개선방안 집중협의

관련부서�및�중소기업옴부즈만�협의

수출
초보기업

수출
강소기업

구분 주요 실적

����진테크�등��개社�지원� ����신규��개社���사후관리���개社�수출�기반조성

����두온시스템�등��개社�참여�영국�런던��등��개국��개�도시�해외�지사화

����국내�����개社��상담액������만불�  ����해외����개社��상담액������만�불수출�상담회

����인니��개社�������억�원�수출� ����필리핀���개社������억�원�수출해외�동반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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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통한�협력

출근하고�싶은�일터�만들기�지원

한국서부발전은 서부발전과 함께(Western Power Story)하는 ‘출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를 지원하여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공유문화를 확산하여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및 공유방식 자율화를 통해 WP-공유제도 Metro를 

정착하여 협력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나눔을 강화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동반성장 추진 목표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선도적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를 통해 미래를 위한 포용, 기업 경쟁력 강화, 새로운 판로개척 지원, 에너지 기술 자립을 

목표로,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및 공유문화 확산으로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하고자 상생, 협력, 가치 

고도화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통채널�활성화

한국서부발전은 현장 소통채널 및 에너지 기술마켓 활성화를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기업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1년 동반성장지수 평과 결과 최고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출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

행복한 일터(Well-being)

��협력기업�근로자�휴가지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65개社 220명, 64백만 원

배우는 일터(Education)

��품질역량강화��리더십�등�
��디지털기술공유센터�활용

31개社 32명, 22백만 원

안전한 일터(Safety First)

��안전관리자�고용�지원��명�
��안전예방설비��안전장구�

106개社, 2.8억 원

함께하는 일터(Together)

��동반성장�협력대출����개社�
��동반성장몰�포인트�지급

34개社, 293명, 59백만 원

협력기업 현장 소통채널 활성화 내용 및 실적

추진 내용

����중기중앙회와�‘상생실무협의체’�결성�및�‘기업성장응답센터’�개소

����정부협업�자체�추진�우수中企제품�����매칭�구매상담회��회�

����실무협의회��회���전시회�홍보관�운영�등�홍보�강화��홈페이지�고도화

����혁신성�평가방식�개선을�통한�참여기업�확대��¢�기존���실증추가�

현장�소통채널�
구축�활성화

에너지�기술
마켓�

운영�활성화�

구분 주요 실적

����실무협의��건��→�합의��건�

��������인증기업�등����개社�참가

�����건�혁신제품�신규�지정

����기술마켓�혁신제품�매출�����억�원�

사회공헌�활동�추진�체계

한국서부발전은 국민기업으로서 지역의 소외된 이웃의 정다운 이웃이 되어 행복 에너지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공헌회의체를 통해 

지역과의 소통 확대로 주민 니즈를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택시 등 4개 

기관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창업아이템 공모를 시행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OWEPO 사회공헌 추진 체계

사회공헌비전
“에너지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행복 파트너”

Shared Energy for better Tomorrow

에너지로 더 나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사회 행복 파트너

발전과�신재생에너지�관련��
국내외�비즈니스�수행�인프라와��

전문성을�기반으로

경쟁력�있는�지역사회�기반조성과��
소득�및�일자리�창출로�지역사회의�

성장과�자활을�지원하여

지역사회의�행복을�창조하는��
파트너가�되겠습니다�

사회공헌�슬로건
“행복 에너지, 정다운 이웃”

브랜드
“서부 공감”

사회공헌�목표
친환경 발전설비 보급·사회공헌 범위 확대·지역사회 만족도 제고

사회공헌��
추진전략�및�
중점추진과제

그린에너지�환경�조성 지역경쟁력�강화 생활인프라�개선

���본업연계�사회공헌�확대

���그린환경�조성사업

���폐기물�자원화�사업

���인재양성�교육�강화

���지역�특화사업�고도화

���배려계층�경제적�자립�지원

���복지�사각지대�해소

���보건�의료�수준�향상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

‘서부 공감’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2021년 새롭게 선정된 한국서부발전의 사회공헌 브랜드로서, 

국민기업으로서 이웃과 행복 에너지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기관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2004년 이래 꾸준히 운영되는 서부발전 사회봉사단은 사회공헌 3대 추진전략인 

그린에너지·환경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 생활인프라 개선이라는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부발전 사회봉사단은 “봉사와 사랑의 실천은 자기의 건강한 

삶의 대가로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임차료와 같은 것이다”라는 정신으로 땀과 시간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서부발전 사회봉사단 엠블럼 한국서부발전 사회공헌 브랜드

지역사회 공헌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우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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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의 임직원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매월 급여에서 1천 원 미만 자투리를 공제하여 

조성하는 ‘사랑의 급여 우수리’과 1계좌당 매월 1천 원의 급여를 공제하여 조성하는 ‘서부 나눔이 계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사랑나눔이 기금’은 매칭그랜트 제도에 의해 회사도 

사랑나눔이 기금만큼의 동액을 매칭함으로써 사회공헌사업에 함께 출연하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이 기금의 구성 매칭 그랜트

서부�임직원들의�자발적��
참여로�매월�급여에서��

�천�원�미만�자투리를�공제하여�
조성하는�사회봉사활등�

기금입니다�

서부�임직원들이�스스로�가입한�
희망�계좌�수에�따라�매월�

급여에서��계좌당��천�원을�
공제하여�조성하는��

사회봉사활동�기금입니다�

사랑의 급여 우수리 서부 나눔이 계좌 회사 임직원

사랑나눔이�기금�동액�출연

봉사활동�지원

사랑나눔이�기금

동액을�매칭

지역문제�해결

지역경쟁력�강화

한국서부발전은 외부환경 및 주민 니즈를 반영한 지역과의 상생협력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적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국 새뜰마을 대상 참가신청 및 심사를 통해 전북 전주 등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대상 

마을활동 교육 실시(3회), 현장실사 후 지역별 문제해결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수행 과정 및 

변화된 마을의 모습을 공유하기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마을공동체 회복으로 주민이 지역의 돌봄·교육 

등의 문제해결 주체로 성장을 지원하는 Village Dream-Up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구분 마을현황�및�문제 공동체�구성 문제해결�노력

전북�전주
��전주역�이전�후�마을시설�노후화

��주민�간�정서적�교류�기회�부족

����별의별협동조합�등��개�기관�
협업

��빈�공간�활용�주민�재능�공유�클래스�운영

��마을장터�개최�및�소식지�발간�월��회�

경북�안동
��인구�고령화로�인한�어르신

��돌봄자원�및�프로그램�부족

����안동사회복지협의회�등��개�
기관�협업

��찾아가는�방문간호�건강관리�서비스�제공

��마을빨래방�및�어르신�공동�작업장�운영

경남�거제
��조선소�불황에�따른�인구�유출

��커뮤니티�기능��마을정체성�상실
����거제«����등��개�기관�협업

����꽃을�매개로�한�마을�브랜딩�추진�
��마을축제��전시회��꽃그림�벽화�조성�등

서부 위피스쿨은 태안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적인 교육 재능 기부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태안지역 

초·중·고교생 멘티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들의 학습(영어,수학)지도·진로상담·정서교류 멘토링 

및 대학탐방·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1월에 6기(멘토 22명, 멘티 177명)와 

8월에 7기(멘토 4명, 멘티 46명)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은 2017년 태안군 및 서산수협과 

수산종자방류사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2018년 참돔 72만미, 꽃게 80만미, 2019년 조피볼락 

166만미, 2020년 조피볼락 208만미, 전복 7만미, 해삼 10만미, 2021년 전복 7만미, 넙치 3백만미 등 총 

11.9억 원 상당의 수산종자를 매입·방류하여, 무분별한 치어 포획방지 홍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생활�인프라�개선

한국서부발전은 2020년부터 태안군 내 복지 사각지대 여아에게 핑크박스를 매달 1회 가정방문해 전달하는 

사랑의 핑크박스 배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태안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피 감성발전소’ 사업을 통해 문화·진로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위피 감성발전소’는 인형극, 

오케스트라, 사물놀이 등 지역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동아리 운영과 공연 개최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보건의료 시설이 열악한 태안군의 공공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과 운영을 위해 2년간 총 1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타 병원으로의 닥터헬기 이송 환자는 2019년 17명에서 2020년 7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사랑의 핑크박스 위피 감성 발전소

체인지�메이커��������������

2021년 3회차를 맞이한 체인지 메이커 시상식은 한국서부발전이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매년 사회혁신 활동을 통해 경제·문화·환경·복지·교육 부문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활동가를 선정해 격려하는 행사입니다. 사회혁신 활동가를 발굴·지원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사회혁신에 대한 공감대와 참여를 유도·확산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총 20명의 

체인지메이커를 배출하였습니다.

2021 체인지 메이커 시상식

태안군보건의료원 기금 전달식

위피스쿨 멘토 발대식

멘토-멘티 대학방문프로그램

수산종자방류사업

2021 체인지 메이커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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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사회�구성

한국서부발전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21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여성임원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 임원은 비상임이사 1명으로 전체 

임원의 11%(1/9), 전체 비상임이사의 20%(1/5) 수준입니다. 

구성 현황 ������
����기준�

구분 직위 성명 성별 주요�경력 임기
��위원회

포함�여부

감사위원회

포함�여부

상임이사

대표이사 박형덕 남
��한국전력공사�기획부사장

��한국전력공사�경기본부장

���������
�
������������년�

상임감사위원 이상로 남
��인천경찰청장

��대전경찰청장

�����������
������������년�

◯

성장사업본부장 김성균 남
��한국전력공사�감사실장

��한국전력공사�부동산기획실장

�����������
������������년�

◯

기술안전본부장 최용범 남
��한국서부발전�평택발전본부장

��한국서부발전�발전운영처장

������
����
������
�����년�

◯

비상임이사�이사회�의장� 박정근 남
��우주텔레콤�부회장

��한국전력공사�해외부사장

���������
�
������������년�

◯

�위원장�

비상임이사 천행관 남
��광주상공회의소�감사

��이촌세무법인�광주지점�대표세무사

�����������
������������년��연임�

◯

�위원장�

비상임이사 정세용 남
��내일신문�논설고문

��한겨레신문�논설위원

���������
�
������������년�

◯

비상임이사 장지상 남
��경북대�경제통상학부�명예교수

��산업연구원장

�����������
������������년�

◯

비상임이사 오은경 여
��동덕여대�교양대학�교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

�����������
������������년�

◯

이사�선임

이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서부발전 정관에 의거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선임하며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가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성별균형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이사회의 다양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프로세스

임기 �년 �년 �년 �년

직위 사장 상임감사위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①�모집�공모��공모ㆍ추천�병행� ◯ ◯ ◯

②�임원추천위원회�추천 ◯ ◯ ◯

③�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ㆍ의결 ◯ ◯ ◯

④�주주총회�의결 ◯ ◯ ◯ ◯

⑤�임명제청
◯

�산업통상지원부�장관�
◯

�기획재정부�장관�

⑥�임명�수행�주체�
◯

�대통령�
◯

�대통령�
◯

�사장�
◯

�기획재정부�장관�

�̈사장��상임감사위원�제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KOWEPO

공감

KOWEPO’s APPROACH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임직원의 높은 윤리 의식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참여와 

정보의 투명성도 요구됩니다. 한국서부발전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해관계자 권익을 

보호하며, ESG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확립하고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공개 

원칙을 기반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SDGs

제�조�위원회�구성��…�이사회가�선임하는�
위원은 �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 학계�
및�노동계�등�다양한�분야에서�학식과�
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선임�하되��
회사�구성원의�의견을�대변할�수�있는�
위원��인을�포함하여야�한다…��중략��⑧�
위원회�위원은�회사의�특성을�반영하되��
성별ㆍ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위원�정수의���를�넘지�않도록�
하여야�한다�

제��조의��임원�후보자�성별균형�추천제�

①� �…선별된�인원내�특정�성별�비율이�
� �  에 � 미달 하 는 � 때 에 는 � � � �  에�
상응하는�인원�수�소수점�이하�절사��만큼�
해당�성별의�지원자를�추천할�후보자에�
포함하도록�할�수�있다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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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운영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되며 의장 또는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 하에 개최됩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경영목표, 예산, 재무계획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특수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제외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사회 

전담 지원조직인 이사회 사무국, ESG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상임·비상임 이사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온라인 이사회 정보시스템(E-BO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현안과 전력산업 동향에 

대한 자료를 비상임이사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이사회 운영지침서’를 통해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운영 목표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와 실효성 강화
목표

추진�과제
이사회 운영 활성화 전문위원회 확대·개편 열린 이사회 운영

지원체계
지원 활동 지원 활동 지원 활동

����정관��이사회규정��이사회운영지침서

����이사회�사무국�����위원회�사무국�
����온라인�이사회�정보시스템�������

�������위원회�신설��
및�자문수렴

����사후관리를�위한�
경영제언�관리시스템

����근로자�대표�이사회�참관제

이사회 안건 처리 내역

연도 개최�횟수�건�
이사회�의결안건�건�

보고안건�건� 합계�건�
소계 원안가결 수정가결�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제언�관리시스템

이사회 안건 모니터링 강화 및 경영 제언 활성화를 위해서 이사회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이사회 안건 게시판 내에 경영 제언 및 실무부서 추진상황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이사회, 

임직원이 모두 함께 이사회 안건 사후관리에 참여합니다. ‘(이사회) 경영 제언 → (사무국) 게시판 내 경영 

제언 등록 → (실무부서) 개선 계획 제출 → (이사진) 의견 제시 및 실적 점검’ 순으로 이어지는 경영제언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사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내용 �주요사례��적자개선을�위한�수익성�제고�노력�및�발전사�공동�대응

경영제언
����안건심의�및�사전검토�등을�통한�

이사진�의견제시

����지속적인�적자가�전력시장의�구조적인�문제로�보이며��이에�대한�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함��’�����월��이사회�

제언등록
����경영제언�시스템�등록�및�

실행부서�지정ㆍ통보
����이사회�결과�실무부서�공문�통보�및�제언관리시스템�등록��’�����월�

개선계획�등록
����실무부서�개선계획�제출�

→�사무국�시스템�등록

����전력시장�환경악화�대응�수익성�제고�방안�보고��’����월��
��복합발전�계통기여�보상��석탄발전�용량정산금�현실화�추진

환류�및�업무추진
����실무부서�계획에�대한�이사진�

의견제시�및�실적점검

����전력거래�수익성�제고방안�조기이행과�발전사�협력�필요�
→���석탄상한제�이행방안�수립��복합발전�계통기여�보상�현실화�추진�’����월�

��위원회

기존 이사회 산하 3개의 전문 위원회(전략경영·재무관리·윤리경영위원회)가 ESG위원회로 2021년 6월에 

통합 ·신설되었으며, 비상임이사 3인과 상임이사 2인이 참여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 

경영전략 및 관련 사업계획 자문, ESG 관련 이사회 의결사항 사전검토 및 주요 경영 현안 심의 등을 통해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ESG위원회 주요 활동

구분 역할
인원�명�

��������기준�
구성

위원회�개최�횟수�건�

���  ����� ��월

���위원회

������경영전략�및�관련�사업계획�자문

������관련�이사회�의결사항�사전검토

������관련�주요�경영현안�심의

��대외�이해관계자�대상�소통지원

�
상임이사��인�
비상임이사�

�위원장�포함���인

��
�’���
����신설�

�

ESG위원회에서는 ESG 경영전략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자문을 받았으며, ESG위원회 의견을 충실하게 경영 

실무에 반영하여 ESG 경영 추진력을 제고하였습니다. 

① 안건

����������

����������

����������

����������

����������

����������

������
���

안건�제�호 ���경영�추진전략�안�

안건�제�호 윤리준법경영�내실화�추진현황�보고

안건�제�호 국민소통�및�참여확대�추진현황�보고

안건�제�호 에너지�전환을�위한�석탄�대체�천연가스발전소�건설�추진계획�보고

안건�제�호 에너지�전환을�위한�신재생사업�추진현황�및�계획�보고

안건�제
호 중기�탄소중립경영�추진계획�안��보고

안건�제�호 ����년����경영�추진성과�보고

안건�제�호 「상생경제�생태계�조성」�추진현황�및�계획�보고

안건�제�호 친환경�경영�추진현황

개최일자 ③ 경영·실무 반영 내용

ESG 
경영전략

   사내 : ESG 경영전략 Pop-Up 홍보

   사외 :   홈페이지 내 ESG 경영 

사이트 신설

환경

(E)

   노후 석탄화력 LNG 복합 대체 

건설, 신재생 사업 확대 등  

지속 추진

사회

(S)
   협력사 안전등급제 시행  

및 컨설팅 지원

지배구조

(G)
   국민평가단 확대 운영,  

SNS 카드 뉴스 제공

② ESG위원회 의견

   전사적 ESG경영 실천을 위하여 

추진전략 공유 및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친환경, 탄소중립은 시대흐름 

이므로 방침준수와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산업안전보건 강화를 위한 

디테일한 실천이 중요 

   홍보를 통한 국민소통 및  

참여확대 필요

감사위원회

서부발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써 동법 제2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 의결로 선임, 

비상임감사 위원은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결로 선임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3인의 

감사위원회 중 2인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 중 1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속으로 내부 감사기구(감사 부서)를 설치하고 집행기관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구분 역할
인원�명�

��������기준�
구성

위원회�개최�횟수�건�

���� ��� 

감사위원회 ��회사업무�및�회계관련�감사 �
상임이사��인�
비상임이사�

�위원장�포함���인

�� �

E-BOD사진

이사회 참석률

연도
이사회�참석률

�� � ���� ��� 

전체�
이사회

���� ���� ����

비상임�
이사

���� ���� �
��

ESG 위원회 주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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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관제�도입

2020년에는 근로자 대표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여 ‘대표노동조합 위원장’ 또는 ‘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이 

추천하는 근로자 1인’이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건 사전 

공유, 이사회 참관 시 발언권 부여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열린 이사회 운영 및 노사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한국서부발전의 주주는 100% 한국전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총회는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및 

정관 제23조(소집시기 등)에 의해 개최하게 됩니다.

주요 개최 실적

개최일 안건 개최결과

’������월

��제��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및�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승인의�건
��임원�보수한도�결정의�건
��정관�변경�결정의�건

원안�승인

’�����
월 ��이사�상임이사��선임의�건 원안�승인

’������월 ��비상임이사�선임의�건 원안�승인

’������월 ��상임감사위원�연임�승인의�건 원안�승인

’������월 ��비상임이사�사외이사��연임�승인의�건 원안�승인

’������월

��제��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및�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승인의�건
��임원�보수한도�결정의�건
��정관�변경�결정의�건

원안�승인

’������월
��사내이사�선임의�건
��대표이사�사장��선임의�건

원안�승인

’������월 ��상임이사�사내이사��선임의�건 원안�승인

’������월 ��비상임이사�사외이사��연임의�건 원안�승인

’������월
��사내이사�상임이사��선임의�건
��감사위원�선임의�건

원안�승인

윤리경영
준법�윤리경영체계

준법�윤리경영체계

한국서부발전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KOWEPO’ 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선언하고 윤리경영규범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ESG윤리경영 내실화’, ‘지역사회 

청렴문화 선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변모’를 포함한 3대 중장기 로드맵을 재수립하고 그에 따른 6개 

실행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3대 분야 6개 실행과제 추진 관련 전 과정에 직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렴콘텐츠 직원 출연, 청렴표어 직원 대상 공모, 직원 의견을 반영한 행동기준 정립, 전 직원 윤리경영 교육 

이수 의무화, 업무담당자별 부패리스크 평가, 내부심사원 육성 및 활용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였습니다.

윤리경영�추진�조직

윤리경영을 위한 전담조직인 <윤리준법부>에서는 윤리경영 규범 제·개정, 각종 윤리경영 프로그램 

실행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개선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기존 기획관리본부장에서 CEO로 

격상하였으며, 준법·윤리경영 실행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항목 만회대책의 수립과 추진을 

독려하여 준법·윤리경영체계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KOWEPO
비전

준범윤리경영 내실화로 권익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목표

중장기�로드맵

’21  ESG 윤리경영 내실화 ’23  지역사회 청렴문화 선도 ’25  존경받는 기업으로 변모

•   국민공감 청렴문화 확산

•   준법윤리경영시스템 고도화

•   청렴·윤리 기업이미지 확산

•   지역사회 청렴공동체 구축

•   존경받는 청렴 서부인 배출

•   민간·공공분야 윤리경영 선도

추진방향
내·외부고객 청렴의식 및 행동 집중개선 준법윤리경영시스템 정비

직원참여 •   청렴콘텐츠 직원 출연

•   청념표어 공모 시행

•   직원의견 반영 행동기준 정립

•   전직원 교육이수 의무화

•   업무담당자별 부패리스크 평가

•   내부심사원 육성 및 활용

’��년도�실행과제
청렴마케팅 시행 행동기준 정립 국제규범 준수

•   청렴콘텐츠 지역사회 공유

•   청렴실천 활동전개

•   갑질근절 프로젝트 추진

•   Fun-便한 청렴교육 시행

•   부패리스크 평가 및 내부심사

• ISO 37001 인증 갱신

준법·윤리경영체계

상임감사위원

감사위원회

CEO

윤리준법경영�추진조직

윤리준법부

반부패청렴�주진조직

감사실

이사회위원장 (CEO)

위원장을�기존�기획관리�본부장에서����로�격상

본사

�개�처ㆍ실�및���개�부서�

사업소

�개�본부�및��개�연구소

성장사업부사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기술안전부사장

청렴도 개선위원회 구성 윤리경영 전담조직

근로자 참관 활성화 노력

•  (CEO) 노사협의회, 간담회 등 노사의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

•  (사무국) 안건 사전공유 및 설명,  

연간 이사회 운영계획 공유

근로자 대표 참관 실적

•  (의견①) 석탄발전 LNG대체는 성장과 

고용안정에 중요 

→   중장기 경영전략, 인력운영계획 

현장설명 및 노조 공유

•  (의견②) 안전보건체계 재정립으로 

안전한 산업현장 구현 기대 

→   서부-협력사 노사공동 안전협의체 

운영, 현장 안전점검 등

참관제 도입  
(’20년)

참여·발언권 부여 /  
운영기준 제정(안건공유, 참관 통지절차 등)

근로자 참관제 도입 및 주요실적

81한국서부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80 실천하는 ESG



준법�윤리경영�실천

청렴도�개선위원회�운영

한국서부발전은 CEO를 포함한 경영진 및 전 사업소장이 참여하는 청렴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총 8회 개최에 걸쳐, 윤리경영을 위해 수립한 16개 세부 시행과제에 대한 분기별 KPI 이행실적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위 간부 업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율재산등록제 

등록률은 2021년 말 기준 98%를 기록하였으며, 내부신고 건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2.1배 증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청렴도개선위원회 과제 및 추진 성과

��� 년�대표�신규�과제 추진�내용 성과

자율재산등록제�도입
����사장��상임감사위원��부사장���직급���직급�사업소장과�사업개발�

및�감사분야�보직자��대상�대상�제도�도입�취지�공감대�확산�추진

��������년���월까지�등록�대상자의�
��가�참여

내부신고�인지도�제고
����익명전자신고�운영지침�신설

����모바일�신고�¬�코드�홍보

����내부신고�건수가�����년��
�
건에서���건으로����배�상승

윤리경영�지원을�위한�내부감사�기능

한국서부발전 자체적으로는 윤리경영 지원을 위한 PDCA(Prevent 사전예방 감사-Detect 사후적발 감사-

Correct 유사사고 재발 방지-After Care 감사결과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 내부감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성과 KPI를 측정하였으며 성과가 부진한 KPI에 대해서는 차년도 

연간 감사업무 계획에 반영하는 내부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감사성과���	����개��측정

��감사부서�및�감사인�성과평가

��전직원�대상�내부감사�설문조사

����성과부진���	�만회계획�수립���
차년도�연간�감사업무계획�반영

����내부감사�설문조사→감사제도�개선

��상시�모니터링

��일상감사���컨설팅�감사

��내부통제제도�평가�및�점검

��종합�감사���기동�감찰

��특정�감사���복무�감사

��재무�감사���성과�감사

����감사�시스템�기반�사후관리

��감사결과�공유��알리오�사내망�등�
��미조치�사항�이행�집중관리

����과거�발생�사고�및�언론보도�내용�등을��
통한�유사사례�분석

��연도별�사고�재발방지�대책�갱신

Prevent
사전예방감사

Detect
사후적발감사

Correct
유사사고

재발방지

After Care
감사결과

사후관리

성과평가 및 학습 차년도 환류체계

①����경영�선도�감사� ②�기관�청렴도�제고� ③�적극행정�활성화

사회적가치�실현�감사를�통해�국민에게�신뢰받는�공기업�구현’21년 감사활동 목표

’21년 감사 방향

Plan
연간강사�계획

Do
내부감사�활동

Check
감사사후�관리�및�
재발방지

Act
감사성과�평가�및�환류

내�외부고객�청렴인식�개선을�위한�청렴마케팅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캐릭터 ‘탁대리’를 도입하여 갑질 사례집, 교육영상, 웹드라마, 포털웹툰 등 청렴 

콘텐츠 제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책자, 사내방송, 사내포털 정기 연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렴표어를 본사 사옥 로비 계단에 조성함으로써 갑질,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청렴 취약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개선, 이해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렴캐릭터 도입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캐릭터 활용 청렴콘텐츠 제작

청렴문화�확산을�위해��
회사�공식�청렴캐릭터�제작

갑질�사례집�「
�誡�지킴이북」

교육영상�「이해충돌방지�강의」

웹드라마�「슬기로운�회사생활」

포털웹툰�「갑질�근절�캠페인」

청렴캐릭터 도입

외부 고객 대상으로는 자체제작한 <갑질 사례집>을 온라인 서점에 출판 등록하였으며, 보도자료 배포, 

대국민 무료 파일 다운로드, 전용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서부 청렴 콘텐츠 대외공유 사례는 <정부 4년간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외부고객 대상 윤리경영 전파

온라인 지역사회

����갑질�사례집�온라인�서점�출판�등록������������ ���������
��� ���국립중앙도서관�등��
����공공누리�표시��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제도��부착�및�

보도자료�배포��대국민�무료�다운로드�제공

����«�������채널�「청탁�靑濁���」�개설�및�웹드라마�정기�게시��
→�대국민�온라인�공유

����충남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소속�민�관�공���개�기관의�
공동과제로�「서부�청렴콘텐츠�공유사업」�추진�
→�¢정부��년간�반부패�시책�우수사례� ��선£에�선정

����서부의�자회사인�코웨포서비스에�포털웹툰�제공�및�자체활용�
지원

2020년 7월~2021년 6월 사이 한국서부발전의 입찰에 참여한 1,897개 사 대상으로는 직접 방문 또는 청렴 콜 

시행으로 외부고객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한 회사 대상으로는 

경영진의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낙찰받지 못한 기업 대상으로는 계약제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발전5사 중
외부청렴도

득점 (9.29)
1위 달성

’21년 추진성과

낙찰 후 계약체결 회사

청렴 서한문 발송

낙찰을 받지 못한 회사

계약제도 설명 제공

시행 대상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청렴콜(Call) 서비스

’���������’���
���사이��
기관의�입찰에�참여한�1,897개社

����계약�현업�감사부서�업무분장�후�
고객방문

•   고객방문�불가�시�청렴전화로�대체

185개社

국가계약법��입찰절차�등
계약관련�절차�설명�제공

1,712개社

���ㆍ상임감사�명의로

비위�무관용�원칙�천명

입찰 참여 기업 대상 청렴문화 확산

내부감사 PDCA 싸이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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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시행

한국서부발전은 계층별·주제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윤리경영실천 

필요성, 제보 사이트 이용방법 등을 필수 교육으로 시행하여 임직원의 윤리 마인드를 강화하였습니다. 

기관의 법정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실적은 인당 교육시간 기준 2019년 12.3시간, 2020년 22.4시간, 

2021년 7.6시간입니다. 2021년의 경우, 교육 수강 편의성 향상과 이수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수의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법정교육 One-Stop 과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시간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수강 편의성을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록 사내 전문 강사를 자체 육성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청렴Fun 교육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Fun-便한 청렴교육’은 개그맨 출신 강사를 

섭외하고 10대 실천기준을 주제로 청렴 토크 콘서트 영상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임직원들이 행동기준을 

재미있고(Fun) 편안하게(便)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직원 청렴경영 교육 현황

구분 현원�명� 총�교육이수�시간��� 인당�교육이수�시간���인�

���� ����� ���
�� ����

���� ����
 
����� ����

���� ����� ������ ��


임직원�행동기준�제시�및�신고문화�활성화

한국서부발전은 윤리경영 규범 및 인권경영 규범의 제정을 통해 인권경영 실행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 포함 전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 서약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체 구성원 91%의 서약을 

받았습니다. 또한 반부패청렴센터(www.iwest.co.kr)라는 한국서부발전 소속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익명 상시 신고채널을 두고 있습니다. 철저한 익명성 보장과 보안성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할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을 최고 ‘해임’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규정과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갑질 근절 프로젝트 「청렴하10-SHOW, FOLLOW-

5하겠습니다!」는 전 직원이 갑질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원 

의견을 반영한 상급자 10대 실천 기준과 하급자 5대 기본소양을 제시하고, ‘청렴표시등’ 시스템을 통해 갑질 

경험률 측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갑질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갑질근절 프로젝트 ‘청렴하10-SHOW, FOLLOW-5하겠습니다!’

청렴하10-SHOW! FOLLOW-5하겠습니다!

상급자 10대 실천기준 선정

��전년도�실천기준�중�실천율�저조��개�기준

����
�誡�지킴����� �내�
�개�사례�중��
지속�관리가�필요하다고�응답된�
개�기준

����
�誡�지킴����� �내�‘기본소양�부족’편���개�
사례�중�직원�선호도�조사로�선정된��개�기준

임직원 설문조사

하급자 5대 기본소양 선정

직장�내�갑질

근절을�위한

행동기준�선정

프로젝트 네이밍

모니터링 시행

’20년 「청렴등대」 제도

측정방식� �� 월�단위�일회성�설문조사

장단점� �� 자료집계ㆍ분석에�행정소요�多

측정방식� �� 실시간�상시�온라인�신고

장단점� �� 위반현황�실시간�분석�대처�가능

’21년 「청렴표시등」 시스템

’��년�������대비��
’��년�갑질�경험률��������

2.4%p 감소

추진성과

이해충돌방지�법규준수�조기시행

한국서부발전은 CEO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피력 및 서명으로 충남도 청렴사회민간협의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에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하였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준수의지 고양을 위한 전 임직원 서약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도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법 시행 

당위성을 고양하고, 경영진의 자발적 재산등록 등 솔선수범을 통해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반부패경영

반부패�시책�우수사례� ��선�선정

공공기관은 보다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의 1등급 

달성을 요구받는 등 내외부에서 윤리경영과 관련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CEO가 주도하여 반부패 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확산을 위해 전사 청렴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고 

서부발전 고유의 청렴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74점을 

달성하여 전체 평가기관 평균대비 0.47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다수의 유관기관과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벤치마킹과 콘텐츠 공유 요구에 적극 협조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정부 4년간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에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권익위�청렴도 ’ �년 ’��년 ’� 년

종합청렴도 �등급������ �등급������ �등급������

외부청렴도 �등급����
� �등급������ �등급������

내부청렴도 �등급���
�� �등급������ �등급������

부패방지시책 �등급������� �등급������ �등급��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년�연속�갱신

한국서부발전은 <부패리스크 평가> 및 <내부 심사> 시행을 바탕으로, ISO 37001인증을 2017년부터 

현재까지 5년 연속 갱신하였습니다. 관행적 내부심사 행태를 탈피하고, 외부전문가 심사 참여를 통해 심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반부패경영 분야에 있어서의 글로벌 수준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통한 반부패 강화

이해방지충돌서약서

CEO 청렴서한문

이해충돌방지 서약 노사 동참

윤리경영 규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서 

(2021년 갱신)

업무활동�중�발생�가능한�부패위험에�대한�식별ㆍ분석ㆍ평가로�
부패발생을�사전예방ㆍ통제ㆍ관리

부서별�부패�리스크�도출�및�반부패�목표�추진계획�수립ㆍ시행��연중�

실무 현업부서의 부패발생 가능성 사전차단에 기여 ISO 37001 성공적 인증 갱신 기반 강화

����내부심사원�인원�수�증대����명�→���명�����↑�
����내부심사반�구성�시�인증관련�외부전문가��명�추가�

��외부전문가�주도의�심사로�관행적�심사행태�탈피

심사품질 향상 도모

조직�내�반부패경영시스템이�효과적으로

실행�및�유지되고�있는지�정기적으로�심사

평가시행 부서 선정

��개�처ㆍ실���개�부서 총���
건

리스크 식별/분석/평가

[2021년 상반기] 부패 리스크 평가 [2021년 하반기] 반부패경영 내부심사

사내�최초로�
경영진이�서약�참여

서약�시행�관련��
노조반발�설득

경영진 솔선수범 노사간 협조

추진성과

구성원 91% 동참

상사갑질 근절 10대 실천강령

청렴윤리 경영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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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과  
정보공시

한국서부발전은 공시관련 정부·국민의 관심 및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ESG 경영 촉진을 목표로 

환경성과, 인권, 청렴 등 ESG 경영 공시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채널별로 현안을 분석하고, 

국민수요 분석을 통해 정보공개 활성화 방향을 설정하여 내부관리 강화를 통한 무벌점 경영공시로 우수기관 

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정보공개 활성화 방향

주요 현안사항 및 이용자(국민) 수요 분석 정보공개 활성화 방향

경영공시
��최근�공시오류�발생�증가로�엄격한�내부관리�필요

��공시관련�정부�국민의�관심�및�요구사항�증가

정보공개
��공개여부�합리적�심의�판정을�위한�제도개선�필요성�상존

��주�관심계층의�요구사항에�맞는�선제적�공개�확대�추진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를�활용한�민간영역의�어플리케이션�개발�확산

��국민수요분석�결과�안전�환경정보�등에�대한�니즈�확인

①���내부관리�강화를�통한�무벌점��
경영공시로�우수기관�지정�도전

②���정보공개�운영기반�체계화와��
적극적�공개로�만족도�제고

③���공공데이터�품질�활용도�제고를��
위한�표준화�및�신규개방�확대

알리오�������공시�확대

알리오(ALIO:All Public Information In-One)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2006년에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최근 5년간 주요 경영정보를 알리오에 정기 또는 수시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매뉴얼 개편]에 따라 ESG 공시 항목을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 매뉴얼 개편 내용 중 ESG 관련 공시 확대 항목(2022.3.24)

항목 공시내용 관련�법령�제도� 주기

�

에너지�사용량 연간�총�사용량� 환경기술산업법 정기

폐기물�발생량 연간�폐기물�발생량� 환경기술산업법 정기

용수�사용량 연간�용수�사용량 환경기술산업법 정기

환경�법규�위반�현황 환경사고�발생�등� 환경기술산업법 수시

저공해�자동차�현황 저공해차량구매현황 친환경자동차법 정기

�

개인정보�보호 진단결과�등급� 개인정보보호법 정기

인권�경영 체계�구축�등� 인권경영매뉴얼 정기

동반성장�평가�결과 평가�결과�등급 상생협력법 정기

�
자체�감사부서�현황 조직��업무분장�등 공공감사법 정기

청렴도�평가�결과 평가�결과�등급 부패방지권익위법 정기

한국서부발전의 ESG 관련 ALIO 공시 확대 항목

분야 항목 세항목 공시주기 입력월 중요도

� ����환경보호

������온실가스�감축실적 연��회 ��월 정기�기타�

������에너지�사용량 연��회

�월

정기�기타�

������폐기물�발생량 연��회 정기�기타�

������용수�사용량 연��회 정기�기타�

������환경법규�위반�현황 수시 수시 수시

���
��저공해�자동차�현황 연��회 �월 정기�기타�

������녹색제품�구매실적 연��회 �월 정기�기타�

�
����인권경영 ����인권경영 연��회 �월 정기�기타�

�
��동반성장�평가결과 �
��동반성장�평가결과 연��회 �월 정기�기타�

� ����청렴도�평가결과 ����청렴도�평가결과 연��회 �월 정기�기타�

또한 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한 외감대상법인으로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에서도 공시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저작물�관리시스템�
한국서부발전은 저작물 대국민 개방ㆍ연계를 위한 <공공저작물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망으로는 데이터 등록용 공공누리 시스템, 사외망으로는 대국민 개방용 공공누리 게시판을 두고 

있으며, RPA 시스템을 통해 사내등록 저작물을 자동 연계시켜 국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 

공유센터, 사내 공공누리 점검단, 사외 공공누리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공공저작물 개방 연계를 활성화하고 

모니터링을 실행한 결과, 국내 발전사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2021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선정 공모’에서 한국문화정보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공저작물�관리기준�신설

공공저작물�책임관제�도입

공공저작물�관리계획�수립

공공누리�시스템�구축 공공누리�게시판�오픈

®사내망 �̄데이터�등록용 ®사외망 �̄대국민�개방용

���시스템�적용

사내등록�저작물을�자동�연계�및�개방

공개건수����건

어문자료 ���건

영상자료  ��건

사진자료   �건

�̈������년��월�최초�도입부터��
����년���월�말�까지��누적

공공저작물 개방기준 마련 공공저작물 관리시스템 구축 저작물 대국민 공개

대국민 개방 연계 활성화 및 모니터링 시행

「공공저작물 공유센터」 개설ㆍ운영

��서부발전�저작물�개방�및�활용�관련�상담제공

��공공저작물�이용수기�공모전�시행�및�사례공유

��사내�「공공누리�점검단」���명�발족ㆍ운영

��사외�「공공누리�모니터단」���명�발족ㆍ운영

공공저작물 대국민 개방ㆍ연계 모니터링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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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발전데이터�공유�개방

한국서부발전은 시민참여를 통한 수용성 확보로 태양광사업의 적기 준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내 최대 수익공유 시민펀드를 통한 군산 육상태양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군산 

육상태양광(99㎿)을 적기에 준공 완료할 수 있었으며, 20년간 군산시민발전 배당수익 69.4억 원을 창출하여 

지역 취약계층 지원, 장학금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국민 발전 데이터 공유·개방을 위한 ‘WP-

디지털 전환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발현 창구를 확대하였습니다.

공공데이터�기반�대국민�아이디어�공모

한국서부발전은 회사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일자리, 신재생, 안전 등 

분야별 자유로운 국민 제안을 수렴하였습니다. 기존 분기별 담당 부서가 평가하는 것을 개선하여 전문 기관 

자문을 통해 제안을 선정하였으며, 제안 선정 시 구체적인 업무 반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경비전 슬로건 등 2건 모두를 반영하였으며, 최종 아이디어 거래 당사자와 금액을 협상하여 총 190만 원의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의견수렴

전사�공모를�통한�
‘문제해결형’�아이디어�과제�
�건�제시�및�국민�아이디어�

��건�수렴

1

의견평가

실현가능성��구체성�등을�
기준으로�담당부서�및�

전문기관�발명진흥회�의�
�차에�걸친�평가�시행

2

업무반영

담당�부서�업무반영�계획�
제출�및�반영�여부�점검

→�환경비전�슬로건�등��
�건�반영�����

3

환류

최종�아이디어�거래�
당사자와�금액�협상�

�총����만�원�을�통한��
거래�계약�체결

4

지속적�의견수렴�및�환류�시행

한국서부발전은 대국민 수요조사, 발전사 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보공개 목록 개선으로 국민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공시 프로세스 기준 강화를 통한 사전·사후 점검 확대로 무벌점 공시를 

달성하였으며, 정보공개 종합평가,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우수성과로 장관상 2건을 수상하였습니다.

리스크 관리
리스크�관리�체계

리스크�관리�조직

한국서부발전은 경영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전사 핵심위험지표(KRI)’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위험분야는 재무위험과 비재무위험으로 구분하여 5대 영역, 29개 핵심위험지표를 

설정하고 위험단계별 시나리오 플랜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재무리스크의 경우 중장기 재무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핵심위험지표로 설정하여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5대 영역, 29개 핵심위험지표 현황

재무위험관리 분야 핵심위험지표 일반위험관리 분야 핵심위험지표

시장리스크 시장리스크 환율��금리��유연탄�단가�절감율

사업리스크

발전운영
고장정지율��설비이용률��

유연탄적정재고

재무리스크

안정성 재무건전성��목표달성도

�부채비율�등�
개지표�통합�

신재생운영 신재생발전량�����충당부채전입액

수익성 재난�안전 재난관리율��산업재해예방노력도

성장성 매출액�전력판매수익��해외사업� 건설 건설공정이행률�국내��신재생�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정책리스크

일자리정책 일자리창출

투자리스크 수익성

매출액순이익률

�국내일반�신재생��해외�
출자사업이력관리

환경정책
미세먼지�저감률���

온실가스배출권�이행률

혁신�성장

�대�핵심기술개발�이행률

정보보안관리수준

디지털�그린�휴먼뉴딜신사업성과관리

윤리경영 청렴윤리

리스크�관리�담당조직

한국서부발전은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총괄부서(기획처 예산자금실)를 중심으로 각 핵심위험지표별 관리조직은 사전 위험 예측·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 환위험관리위원회, 사업개발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조직

구분 역할
개최�횟수�건�

’ �년 ’��년 ’� 년

위험관리위원회 신규�투자사업�위험요인�사전�검토�및�타당성�확보 �� � ��

환위험관리위원회 환위험관리계획��헤지�비율�설정�등�검토�및�의결 � � �

사업개발심의위원회 국내�외�합작투자사업�추진�시�사업개발�적합여부�심의 � �� �

위원회별 안건 현황

구분 ’� 년�안건

위험관리위원회 �의결��영월�에코윈드�풍력�발전사업�등���건����보고��분기�핵심위표지표�실적�등��건

환위험관리위원회 �의결��분기별�환위험�관리계획����보고��분기별�환위험�관리실적

사업개발심의위원회

���오만�마나�������태양광�입찰사업�������������
���스페인�로사�������태양광�개발사업�������������
�����영광낙월��
������해상풍력�발전사업�����������������������

WP-디지털 전환 그랜드 챌린지

위험단계별 시나리오 플랜 예시

구분 환율급등 시나리오

주의�
�«������

환율��일�
평균선이���일선�

돌파

시장�모니터링�
강화

경계�
��������

환율��일�
평균선이���일선�
돌파�후��이상�

추가�상승

선제적�환헷지�
실행�검토

심각�
������

환율��일�
평균선이���일선�
돌파�후��이상�

추가�상승

추가�환헷지�
검토�및�시행

소통채널

챌린지�운영�플랫폼���차산업�실무협의회

이해관계자

중소�벤처기업��학계�학회�등

단계별 니즈

실행� ������중소�벤처기업의�우수�아이디어��
발현�창구�확대

환류� ������최종�선정과제�대상�후속연구��
지원�및�사업화

정보공개 신뢰도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의견수렴

의견수렴
����정보공개제도�관련�의견�수렴�

��일반국민���명�대상

��정보공개�부문�만족도��월�
��공공데이터�부문�활용도��월�

��발전사�정보공개�협의체��월�
��발전사�공공데이터�협의체��월�

모니터단 모집, 니즈 파악 분야별 설문조사 시행 발전회사 협의체 운영

주요�개선�사항 ����상시�의견제안�기능�시스템화

����많이�찾는���£��키워드�노출

����사이버홍보실�영상콘텐츠�확대

����홈페이지�내�����항목�신설

����공공데이터�오픈항목�확대�
��안전보건�인증��미세먼지�측정자료�등

����개방대상�데이터�표준화�시행�
��대상항목�및�데이터셋�확정

����분야별�비공개사유�유형�재평가

이용자 니즈 반영 편의성 향상 ESG·안전 콘텐츠 대폭 증대 에너지분야 개방데이터 표준화

공공데이터 개방 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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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무리스크�관리

한국서부발전은 E/S/G 3대 부문별 12대 관리 리스크를 선정하였으며, 각 리스크별 내부통제 수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대응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감사 활동을 통해 환경 분야의 

경우, 준법 감사에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컨설팅 감사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위험 평가에 기반한 

고위험 중점 대응 감사를 뜻하는 리스크 기반 감사(Risk-based Audit, RBA)를 실현하여 ESG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SG요소별 관련 리스크 식별 및 관리

원격 측정시스템 표준가스 관리 부적정 풍력발전 건설타당성 조사용역 계약관리 미흡신재생환경(E) 분야 
감사사례

����감사 �굴뚝�대기�원격측정�시스템������측정기기�지난�
표준가스�및�미검정�표준�가스�
→� 주의 �담당자�신분상�조치�요구

����감사 �사업개발�예정지�조사용역�시행�중�자연환경�보전�사유�
발견으로�중단��
→���권고 �중��단기간�장기화에�따른�용역사�민원제기�리스크로�

용역종료�처리�필요

대기

위험작업 일시중지 신고제도 활용률 제고 드론 테러 대응 장비 운용 시 안전 대책 보완사회(S) 분야

감사사례
����감사 �현장�근로자가�안전�위험�신고�시�작업�일시�중지제도의�

경우��낮은�인지도로�활용�실적�저조�
→���권고 �모바일�신고채널�인지도�제고를�위한�적극적�홍보�요구

����감사 �재머�¢����도입은�드론테러�방지대책으로�적정하나�
장비�사용�시�드론�추락에�따른�인명재산�피해�고려�필요�
→���권고 �세부�운영기준�마련

안전 시설 보안

코웨포서비스에 감사 서비스 지원 법인세처리 불확실성 검토 시행 경영제언지배구조(G) 분야

감사사례 ����내부감사가�없는�자회사에�종합감사�서비스�제공을�통해�
내부통제시스템�전반에�대한�개선�컨설팅�제공�
→�법인카드�사용�지침�마련��직무분리원칙�적용�등

����과세당국이�세법에�따라�수용할지�불확실한�항목에�대해�
검토하고�법인세�회계처리에�반영할�것을�권고�
→����구성��취득세�환급완료��건��관련�용역진행��건�

자회사 관리 감사위원회

내부회계통제�시스템�고도화�

한국서부발전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통제의  

세 가지 목적(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 보고정보의 신뢰성 확보 ·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중 보고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계정과목별 위험수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및 예비운영 평가 도입을 통해 회계 오류를 

예방하여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자정기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29개 계정과목 대상 

핵심통제 295건을 선별하여 4건의 미비점을 발굴하여 재무제표일 전에 100% 치유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위험관리 정교화

계정과목별�위험수준�평가

위험수준별�계정과목�분류

계정 고유특성별 통제설계

통제활동 최적화

현장실사�및�담당자�인터뷰

핵심�비핵심�통제활동�구분

핵심 통제활동에 역량집중

자정기능 강화

예비운영평가제도�운영

컨설팅�중심의�계도�추진

미비점 식별 및 조치 시행

또한 2021년, 국내 전력그룹사 최초로 「스마트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내부통제시스템 내부통제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재무 정보의 신뢰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인사노무, 전사적자원관리(ERP)분야의 자동화 

항목 72건 중 48건을 구현하고 운영평가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으며 모집단 1,803건에 대한 

무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스마트-내부회계관리시스템 주요 내용

효율성제고

��자동화항목���건�중���건�구현

��운영평가기간단축����일�→���일�

신뢰도 개선

��모집단������건��무결성�확보

��변화관리�유기적�대응역량�강화

추진 실적

인사노무 ���내부통제시스템

업무자동화 (RPA)* 도입

추출 검증모집단

자동화�구현으로

수작업�비효율�제거

통제활동�표준화로�
하자발생�사전예방

스마트-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

②�모집단�확인과정의�불완전성

인적오류�→�하자�발생�빈번

①�모집단�확보방법상�비효율성

수작업�→�현업부서�업무가중

③�운영평가�수행일정�지연�초래

추진배경

�̈������������¦����¦�����������������봇을�사용하여�작업과�엔드투엔드�프로세스를�자동화하여�비즈니스�효율성을�향상시키는�디지털�워크포스

내부회계통제 시스템 미비사항 개선

주요 미비사항(4건)

자산취득�선급금의�계정분류��
및�금액�검토�관련�통제�신설

선급금�외화선급금�포함���
정산�정확성�검토�통제�신설

완전한�리스�회계처리를��
위한�임대차계약�리스트��

검토�통제�신설

변경계약�리스에�대한��
회계처리�정확성�검토��

통제�신설

관련 리스크 식별 연인원

��§�������
�환경�

��¦���
�사회적�책임�

��§�����¦�
�투명경영�

①�기후변화대응

②�자원ㆍ에너지관리

③�폐기물�관리

④�수질ㆍ대기환경

㉠�산업안전ㆍ보안

㉡�협력사ㆍ지역상생

㉢�사회적�책무이행

㉣�양성평등ㆍ사회형평

ⓐ�이사회�운영

ⓑ�감사위원회�원영

ⓒ�출자회사�관리

ⓓ�내부회계�관리

종합감사��태안���군산���연구소�

종합감사��본사�기획관리본부�

자회사�종합감사��코웨포서비스�

특정감사��복무준수�실태�

특정감사��안전부패�취약�분야�

특정감사��사회공헌사업�

성과감사��신재생에너지�분야�

���명

�
명

��명

��명

��명

��명

��명

구분 리스크 대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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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검증 의견서

GRI Content Index

K-ESG 이행 평가보고서

SASB Index

TCFD Index

주요 수상현황 및 협회가입

UNGC Advanced Level



ESG Data Book 

발전원별�설비용량����
������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기력�������
유연탄������������ �� 
����� 
����� 
�����

��� �� ������ ������ ������

복합화력���������� ��� �� ����
��� ����
��� ����
���

신재생

소수력������������� �� ���� ���� ����

태양�������� �� ����� ����� �����

풍력������� �� �
��� �
��� �����

바이오������ �� �
���� �
���� �
���� 바이오�혼소

연료전지������������ �� ����� 
���� ������

석탄액화가스��	���� �� ��
��� ��
��� ��
���

발전원별�발전량�������������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기력�������
유연탄������������ ��� ����������� ���
���
��� �����������

��� ��� �������� ��
�
��� ����
�����

복합화력���������� ��� ��� ���������� 
�������
� �������
���

신재생

소수력������������� ��� ������ ������ ��
���

태양�������� ��� ������� ����
�� �������

풍력������� ��� ����
�� �
����� �������

해양���¦���� ��� �� �� ��

바이오������ ��� �������� �������� ��������

폐기물�������� ��� �� �� ��

매립가스����������� ��� �� �� ��

연료전지������������ ��� �������� �
��
��� 

������

석탄액화가스��	���� ��� �����
�� ����
����� ��
�������

경제적�가치�창출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판매량 ��� ������� ������� �������

매출액 억�원 ���
�
� �
����� �����
�

영업이익 억�원 ���� ���
� �����

당기순이익 억�원 ��

� ����� �������

경제적�가치�배분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인건비�및�복리후생비��임직원�

총계 억�원 ��
�
� ������ ���
��

급여 억�원 ������ ������ ������

퇴직급여 억�원 ���� ���� ����

복리후생비 억�원 ���� ���� ����

협력사�구매금액��공급망�

총계 억�원 ���
�� ������ ������

물품�구매비용 억�원 ������ ������ ������

공사�비용 억�원 ���
�� ��
��� ������

용역�비용 억�원 ������ ������ ����

발전연료�구매비용 억�원 ������� ������� �������

배당금��주주� 억�원 ���� ���� �����

이자비용��채권자� 억�원 ������ ������ ������

기부금��지역사회� 억�원 ��� �
�� ����

조세공과��정부� 억�원 ���� ���� ����

발전설비�효율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발전설비�이용률  �
��� ����� ������

�발전설비�열효율  ����� ����� ������

�소내전력률  ���� 
��� �����

발전효율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고장정지율  ������� ���
��� �������

비계획정지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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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직접�온실가스�배출량����£ ���

직접�온실가스�배출량 만�����° ������ ������ ������

간접�온실가스�배출량����£ ���

간접�온실가스�배출량 만�����° �
 �� �


배출권거래제�이행실적

할당량 만�����° ������ ������ ���
��

배출량 만�����° ���
�� ������ ����
�

온실가스�배출�집약도

�¦����� �����°�억�원 ��
� ���� 

��

�¦����� ���� ���� ����

환경경영시스템�인증

전체�사업장�수 개 � � �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감사�심사��중복�제외�

환경경영시스템�제�자�인증서�획득�사업장�수 개 � � �

환경경영시스템�제�자�기관�검토�사업장�수 개 � � �

환경경영시스템�내부심사원�심사�사업장�수 개 � � �

유형별�연료�사용량

유형별�연료�사용량

등유  � ������� ������� ����
��

유연탄������������ 톤 ���������
� ����������� ����
��
���

��� 톤 ����
����� ���������� ��������
�

목재펠릿 톤 �
���
� ������� �������

유기성고형연료 톤 

���
� ������� �������

기타  � ������
� ����
�� ���

재생�연료�사용량

재생�비재생�연료�사용량

재생�연료 톤 �������� ������� �������

비재생�연료 톤 ����������� ����������� �����������

재생�연료�사용�비율  ����� ����� �����

녹색제품�구매실적

전체제품 구매금액 백만�원 ��
��� ������ ������

녹색제품

구매금액 백만�원 ������ ������ ������

구매비율  ����� ����� �����

조직�내�에너지�소비

총�에너지�사용량 �¢ �������� �������� ������
�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비재생�에너지

연료��석탄��등유������등� �¢ ����
��� ��
����� ��������

전기 �¢ ������ ������ ������ 전기�및�기타�포함

에너지�집약도

에너지�사용�원단위 백만원 ����� ����� �����

질소산화물������황산화물�������기타�대기�배출

��¥�황산화물� 톤 ������ ������ ������

��¥�질소산화물� 톤 
����� ������ ��
���

먼지����� 톤 ���� ���� ����

석탄회�탈황석고�배출량

석탄회

배출량 천�톤 ������ ������ ������

재활용량 천�톤 ������ ������ ������

재활용률  �� �� ��

탈황석고

배출량 천�톤 �������� �������� ��������

재활용량 천�톤 �������� �������� ��������

재활용률  ���� ���� ���

총�폐기물�발생량 톤 ������� 
���
�� ��������

유형별�폐기물�발생량

일반폐기물 톤 ������� ������� ���
���

지정폐기물 톤 ������ ����
� ������

건설폐기물 톤 
��
�� �����
� �
�����

음식물류��생활��기타�폐기물 톤 ���� ���� �

�

폐기물�재활용�비율

총�발생한�폐기물�중
재활용량 톤 �����
� ������� ��������

재활용률  ����� ����� �
���

폐기물�처리량��재활용�제외�

총�폐기물�처리량 톤 ������ ���
�� ������

유형별�폐기물�처리량

매립 톤

�열�에너지�회수하는��소각 톤

�열�에너지�회수않는��소각 톤

기타�방법에�의한�처리 톤 ������ ���
�� ������

용수�취수량

총�취수량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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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유형별�취수량

공업용수 � ���������� ��
���
��� �������
��

표층수��하천��호수� � �� �� ��

지하수 � �� �� ��

해수 � �������������� 
��
���������� ��������������

폐수�방류량

�폐수�발생량� � ���������� ���������� ����������

�폐수�방류량� � �������
�� �������
�� ����������

�폐수�재활용률� � 
����� ������ ������

용수�사용량

조직�내�용수�총�사용량 � ���������� ���������� �������
��

환경법�및�규정�위반으로�부과된�중요한�벌금의�액수�및�비금전적�제재조치의�수

환경법�위반�건수 당해연도�규제기관으로부터�확정판결�받은�건 건 � � �

환경법�위반에�따른�벌금��과태료�등�제재�금액 백만�원 ���� � ���

친환경�업무용�차량

전체�업무용�차량� 대 �� �� �


내연기관�차량��경차�제외� 대 
� �� �


경차� 대 � � �

친환경�차량� 대 �� �� ��

하이브리드� 대 � � �

전기� 대 �� �� ��

친환경�차량�비율�  ����� �
��� 
����

기후변화로�인한�재무적�기회�및�손실

재무적�기회

친환경전력�판매액 억�원 ����� ������ ������

기타�재무적�기회�요인 억�원 ����
��� �������� ��������

재무적�손실

에너지�생산원가�상승  ��� ���� ����

배출권�구매 억�원 ����� ������ �
���

풍수재해�대비�보험�가입 억�원 ����� ����� �����

기타�재무적�손실�요인 억�원 �������� �������� ��������

사회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동반성장�평가�등급

창업지원�건수 건 �양호� �양호� �최우수�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채용�및�퇴직

총�신규�채용인력�수 명 �
�� ���� ��
�

성별�신규�채용인력�수
남성 명 ���� ���� �
�

여성 명 ��� ��� ���

유형별�신규�채용인력�수

청년�만���세�이하� 명 ���� ��� ���

장애인 명 �� �� ��

국가보훈자 명 ��� ��� ���

고졸인력 명 ��� ��� ���

비수도권�지역인재 명 ��� ���� 
��

이전지역�지역인재 명 ��� ��� ��

총�이직�및�퇴직자�수 자발적�이직자�수 명 ������ ������ ������

총�이직�및�퇴직률 자발적�이직률  ���� ���� ���


성별�이직�및�퇴직자�수
남성 명 ������ ������ ������

여성 명 
���� � ��

유형별�이직�및�퇴직자�수

자발적�이직자�수 명 ��� ������ ������

자발적�이직률  �
��� ����� �
���

정년퇴임 명 ������ ��� ���

해임 명 �� �� ��

제적�사망� 명 �� �� ��

유형별�이직�및�퇴직자�수 기간만료�계약직��임원� 명 �� ��

청년�일자리�창출�직접채용�

청년인턴 명 ���� ���� ��
�

청년채용 명 ���� ���� ��
�

사회형평적�채용

합계 명 ���� ���� ���

유형별

비수도권�지역인재 명 ��� ���� 
��

이전지역�지역인재 명 ��� ��� ���

고졸인재 명 ��� ��� ���

육아휴직

난임휴직�사용자�수 명 �� �� ��

출산휴가�사용자�수
여성 명 ��� ��� ���

남성 명 
�� ��� 
��

99한국서부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298 Appendix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육아휴직�사용자�수
여성 명 ��� ��� ���

남성 명 ��� ��� ���

육아기�단축근무제�사용자�수
여성 명 �� �� ��

남성 명 �� �� ��

육아휴직�후�복귀율�남�여�
여성  ���� ���� ����

남성  ���� ���� ����

복귀�후��년�이상�근속률
여성  ���� ���� ����

남성  ����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전체�사업장�수 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감사�심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제�자�인증서�획득�사업장�수 개 �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내부심사원�심사�사업장�수 개 � � �

산업재해

임직원

재해율  ������ ������ ������

사망만인율
명�일만��

근로자�수
�� �� ��

근로손실재해율���	���
건�백만�
근로시간

����
� ������ ������

사망자�수 명 �� �� ��

협력회사

재해율  ������� ������� �������

사망만인율
명�일만��

근로자�수
�� �� ��

근로손실재해율���	���
건�백만�
근로시간

사망자�수 명 �� �� ��

임직원��인당�평균�교육�시간

총�교육인원 명 �������� ������
� ����
�
�

��고급간부�����직급�� 명 �����
� ���
��� �������

��초급간부��직급� 명 ����
�� �����
� �������

��직원��직급�이하� 명 �������� ����
��� ��������

총�교육시간 시간 ��������� ��
������ �����
���

�인당�교육시간� 시간 ������� ������� �������

총�교육비용� 백만�원 �
��
�� ������� �
�����

�인당�교육비용� 원 �����
����� ����������� ����
������

직원�만족도�조사결과

직원�만족도 점 �
�� ���
 ����
�기업문화�
수준진단�
조사결과�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임직원�구성�현황

총�임직원�수 명 ��������� ��
������ ��
������

고용�유형별

정규직 명 ��������� ��
������ ��
������

비정규직 명 ����� ����� �����

성별

남성 명 ��������� ��������� ���������

여성 명 ���
�
�� �����
�� ��

����

연령별

��세�미만 명 �
������ �
������ �
������

��세���세 명 ��������� ����
���� ���������

��세�초과� 명 �������� �������� �
������

임직원�성별�다양성

전체�임원�수 명 �� �� ��

여성�임원�수 명 �� �� ��

여성�임원�비율  ����� ����� �����

전체�관리자���������직급��수 명 ���� ��
� ����

여성�관리자���������직급��수 명 ��� ��� ���

여성�관리자�비율  ���
 ��
� 
���

노동조합�가입�현황

노동조합�가입자�수 명 ������� ������� �������

노동조합�가입�비율  
���� 
���� 
����

일자리�창출�실적

일자리�창출�실적

공공일자리�직접� 명�누적� ��� ���� ���


민간일자리�직접� 명�누적� ��� ���� ����

지역사회�참여��영향�평가�그리고�발전프로그램�운영�비율

중소기업�상생협력사업

합계 억�원 ����� ����� �������

중소기업�생산제품�구매�공사��용역�포함�� 억�원 ����� ����� �������

협력연구개발 억�원 � � ���

품질인증� 억�원 �� �� ���

마케팅�지원� 억�원 �� 
 ��

경영지원� 억�원 �� �� ���

중전기술개발기금�융자지원�� 억�원 �� �� ��

기타 억�원 � �� ��

사회공헌

구성원�총�봉사활동� 시간 ����� �
��� ���
�

기부금 억�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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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공급업체�협력회사��현황

기자재유자격공급자

건설�기계� 개 ���� ���� ��
�

건설�전기� 개 ��� ��� 
��

건설�제어� 개 ��� ��� 
��

기자재유자격공급자

건설�토건� 개 ��� ��� ���

발전 개 ��� ��� ���

고객�만족도�조사결과

고객�만족도 사회공헌�만족도�조사결과 점 �
 �
�� �
��

최저임금�대비�남녀�시급�차이

최저임금�기준�연간�급여 원 ������� ������� �������

남성�신입사원�시간당�급여 통상임금�포함�금액���년제�대학�졸업�후�취업�기준 원 �������� �������� ��������

법정최저임금�대비�남성�신입사원�급여�비율  ����� ����� �����

여성�신입사원�시간당�급여 통상임금�포함�금액���년제�대학�졸업�후�취업�기준 원 �������� �������� ��������

법정최저임금�대비�여성�신입사원�급여�비율  ����� ����� �����

연구개발�투자�현황

연구개발�인력 명 ��� ��� ���

연구개발�비용 백만�원 �������� �������� �����
��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용�비율  ����� ����� �����

특허�출원�등록�현황

합계 건 �� ��� ���

특허�출원 건 �� 
� ��

특허�등록 건 �� �� ��

기술이전�실적

계약 건 � � �

이전기업 개사 � � �

수익 억�원 
 � �

지배구조�및�경제성과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이사회�구성

상임이사 명 � � ��

상임감사위원 명 � � ��

비상임이사 명 � � ��

대분류 중분류 단위 �� � ���� ���  비고

이사회�성별�다양성

전체�이사�수 명 �� �� ��

남성�이사�수 명 �� �� ��

여성�이사�수 명 �� �� ��

이사회�참석률

이사회�참석률�평균  ���� ���� ����

상임이사�및�감사�참석률�평균  ���� �
�� ����

비상임이사�참석률�평균  ���� ���� �
��

최대주주�및�특수관계인�지분율

자본금 ��������������기준 억�원 ��


� ��


� ��


�

한국전력�출자금액 ��������������기준 억�원 ��


� ��


� ��


�

한국전력�지분비율 ��������������기준  ���� ���� ����

요약연결�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백만�원 ��������
 ��������� ���������

비유동자산 백만�원 ��������� ������
�� �������
�

자산총계 백만�원 ���������� �������
�� �������
��

자본�및�부채

자본총계 백만�원 ��������� ��������� ���������

유동부채 백만�원 ��������� ��������� ���������

비유동부채 백만�원 ��������� ��������� ���������

부채총계 백만�원 
�
����

 
�
���
�� ���������

요약연결�손익계산서

매출액 백만�원 ���
����� ��
������ ������
��

매출원가 백만�원 ��������� ��������� ���������

판관비 백만�원 ������ ������ ������

영업이익 백만�원 ������� �����
� �������

기타수익 백만�원 ���
� 
���� 
����

기타비용 백만�원 ����� �
���� ����
�

기타이익�손실� 백만�원 ������ ����
� ������


금융수익 백만�원 �
���� ������� ��
����

금융원가 백만�원 ������� ������
 �
�����

관계기업과�공동기업�관련�손실 백만�원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백만�원 �������� ������
� ��
�����

법인세비용�수익� 백만�원 �
����� ������� �������

당기순이익�손실� 백만�원 ��
�
�� ������� ��������

기타포괄손익 백만�원 ������� ������� �������

총포괄손익 백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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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지속가능경영보고서�독자�귀중

서문

인사이트(주) 2022 한국서부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의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한국서부발전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검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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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인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 V3의 검증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Moderate 

Level의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인은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및 대응성(Responsiveness)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인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검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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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부패(Anti-Corruption): 205-2, 205-3

- 경쟁저해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206-1

- 원재료(Materials): 301-1, 301-2

- 에너지(Energy): 302-1

- 용수(Water and Effluents): 303-5

- 온실가스(GHG Emissions): 305-1, 305-2

- 환경법규 준수(Environmental Compliance): 307-1

- 고용(Employment): 401-1, 401-2, 401-3

- 노사관계(Labor/Management Relations): 402-1

-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1, 403-5, 

403-6, 403-9, 403-10

-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404-1, 404-2

-   다양성과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405-2

-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406-1

-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412-2

- 지역사회(Local Communities): 413-1

- 공공정책(Public Policy): 415-1

- 마케팅 및 라벨링(Marketing and Labeling): 417-1, 417-2, 417-3

- 고객개인정보보호(Customer Privacy): 418-1

- 사회경제적 법규 준수(Socioeconomic Compliance): 419-1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한국서부발전의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절차

검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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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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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인은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아래 기재된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증 범위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가 적정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괄성

포괄성이란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한국서부발전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검증인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요성

중요성이란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떤 이슈가 갖는 

관련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이슈란 조직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말합니다.

-   한국서부발전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파악된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인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대응성이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를 통해 

실현됩니다.

-   검증인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해서 한국서부발전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인은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을�위한�제언

검증인은 한국서부발전이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 

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토픽을 ESG 경영 이슈에 

대한 카테고리로 재구성하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고한 점이 

돋보입니다. 향후, 지속가능경영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중장기 

전략에 따른 핵심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길 권고드립니다.

검증의�독립성

검증인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한국서부발전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3자 검증의견서

2022.09.01

인사이트(주) 대표이사 김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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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이행 평가보고서

한국서부발전�경영진�및�이해관계자�귀중

진단기준

한국공공ESG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간된 K-ESG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K-ESG 이행 평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K-ESG 이행 평가 체크리스트는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총 4개 영역 6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ESG 각 영역에 대한 

성과진단을 포함합니다. 평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위해 평가 전문기관인 iMSR에서 한국서부발전의 K-ESG 수준을 진단하였습니다.

진단범위

한국공공ESG연구원과 iMSR은 한국서부발전의 중장기 전략, 이해관계자 소통, ESG 경영 활동 및 전략 이행 프로세스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ESG 관련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기업공시 정보, 정부 공개 정보, 미디어, 내부 성과데이터 및 

산출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단방법

한국공공ESG연구원과 iMSR은 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연관되어 있는 각 부서의 내부 이해관계자를 통하여 1차 자체 

진단을 수행하였습니다. 2차 진단은 평가단이 한국서부발전 본사를 방문하여 진단 평가에 대한 내부문건 확인 및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진단결과�및�개선�권고사항

한국서부발전은 진단결과 A등급을 획득하여, ESG 경영 이행 수준이 양호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이 높고, 조직의 운영 시스템, 정책과 관행이 정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Ⅰ. 정보공시 측면

한국서부발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가치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ESG와 관련된 정보를 균형 있게 알리고 있습니다. 공사는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타 간행물을 통해 ESG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대내외에 알리고 있습니다.

Ⅱ. 환경 측면

한국서부발전은 조직의 사업운영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나, 환경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발, 이행, 달성, 검토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과정 및 성과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Ⅲ. 사회 측면

한국서부발전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리더’라는 비전 아래 ESG 경영에 대한 조직의 의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사회 영역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나 상생협력 및 지역사회 영역의 실행체계 부분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Ⅳ. 지배구조 측면

한국서부발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지배구조를 위해 산하 위원회 운영과 

이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

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페이지 비고

정보공시

���

정보공시�형식

����� 정보공시�방식 ����������������� ●

����� ����정보공시�주기 ����������������� ●

����� ����정보공시�범위 ����������������� ●

정보공시�내용 ����� ����핵심이슈�및���	 ������������ ◐

정보공시�검증 ����� ����정보공시�검증 �����������
���� ●

환경

���

환경경영�목표
����� 환경경영�목표�수립 ����� ●

����� 환경경영�추진체계 ����� ●

원부자재
����� 원부자재�사용량 �
��� ●

����� 재생�원부자재�비율 �
��� ●

온실가스

����� 온실가스�배출량��¦������¦����� �
��� ●

����� 온실가스�배출량��¦����� � ○

����� 온실가스�배출량�검증 ��������
��� ●

에너지
����� 에너지�사용량 �
��� ●

����� 재생에너지�사용�비율 �
��� ●

용수
����� 용수�사용량 �
��� ●

����� 재사용�용수�비율 �
��� ●

폐기물
��
�� 폐기물�배출량 �
��� ●

��
�� 폐기물�재활용�비율 �
��� ●

오염물질
����� 대기오염물질�배출량 �
��� ●

����� 수질오염물질�배출량 �
��� ◐

환경�법�규제�위반 ����� 환경�법�규제�위반 �
��� ●

환경�라벨링 ����� 친환경�인증�제품�및�서비스�비율 �
��� ◐

사회

���

목표 ����� 목표�수립�및�공시 ��������
���
���
����� ●

노동

����� 신규�채용�및�고용�유지 ������ ●

����� 정규직�비율 ������ ●

����� 자발적�이직률 ������ ●

����� 교육훈련비 ������ ●

����� 복리후생비 ������ ◐

����
 결사의�자유�보장 
��

 ●

����� ��세�이상�비자발적�이직예정자�중�재취업지원�제공�비율 � ○

다양성�및�양성평등

����� 여성�구성원�비율 ������ ●

����� 여성�급여�비율�평균�급여액�대비� ������ ●

����� 장애인�고용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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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범주 분류번호 진단항목 페이지 비고

사회

���

산업안전
����� 안전보건�추진체계 �� ●

����� 산업재해율 ������ ●

인권
����� 인권정책�수립 
��
� ●

����� 인권�리스크�평가 
��
� ●

동반성장

��
�� 협력사�����경영 
���� ●

��
�� 협력사�����지원 
���� ●

��
�� 협력사�����협약사항 
���� ◐

지역사회

����� 전략적�사회공헌 �� ●

����� 구성원�봉사참여 ������ ●

����� 농어촌지역�상생협력�및�����활동�균형발전� ����� ●

����� 산학협력�활성화�기여 ����� ◐

����� 미래세대�성장�및�교육�기여 ����� ●

정보보호

����� 정보보호�시스템�구축 �� ●

����� 개인정보�침해�및�구제 ���������� ●

����� 개인정보보호를�위한�자율적�노력�및�활동 �� ●

소비자

����� 소비자�정보�제공 ����� ●

����� 소비자�안전 ����� ●

����� 고객만족�대응�체계�운영 ����� ●

사회�법�규제�위반 ������ 사회�법�규제�위반 해당사항�없음 ●

지배구조

���

이사회�구성

����� 이사회�내�����안건�상정 ����� ●

����� 사외이사�비율 ������� ●

����� 대표이사�이사회�의장�분리 ����� ●

����� 이사회�성별�다양성 ������� ●

����� 사외이사�전문성 ����� ●

이사회�활동

����� 전체�이사�출석률 ������� ●

����� 사내이사�출석률 ������� ●

����� 이사회�산하�위원회 ����� ●

����� 이사회�안건�처리 ����� ●

윤리경영
����� 윤리규범�위반사항�공시 � ○

����� 윤리경영�반부패�관련�법규�행동강령�등�준수 ����� ●

감사기구
����� 내부감사부서�설치 ������������ ●

����� 감사기구�전문성�감사기구�내�회계�재무�전문가� ������������ ◐

지배구조�법�규제�위반 ����� 지배구조�법�규제�위반 해당사항�없음 ●

본 K-ESG 이행수준 평가서 및 공공기관 K-ESG 이행수준 결과는 한국공공ESG연구원의 지적재산이며 당사의 승인 없이 양도, 복사 등 무단사용 

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진단결론

한국서부발전은 K-ESG 수준진단 결과, A등급을 획득하여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사는 ESG 경영을 

조직의 전반으로 확산해 가는 단계에 있으며, 정보공시, 산업안전, 인권, 윤리경영의 이행수준이 우수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ESG 정보공시 품질향상을 위해 현재 2년 주기의 ESG 정보공시를 1년 주기로 공시할 것을 권고하며 ESG 정보공시 범위 확대를 위해 

'주요 협력사 통합 ESG 정보공시'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 ESG 정보공시를 선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요 협력사 통합 ESG 정보공시'를 통해 Scope3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를 고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상생협력, 지역사회 측면 등에서 다소 취약한 점이 발견되어 향후 개선을 위한 신규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윤리규범 위반 건과 관련된 처분내역(인사상)을 공시하고 있으나, 향후 위반 건수, 구성윈 수, 사법/행정상 처벌내역, 재발방지 개선 활동의 

공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1명 선임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 타기관과 유사한 수준이나, 향후 회계 및 재무 전문가를 

확대하여 전체 감사위원 중 50%를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향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 사회공공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공익목적이 K-ESG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더욱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ESG 경영의 가치와 원칙을 조직의 고유 사업 전략과 통합시켜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이행�평가는�총��단계�등급�����¡��
����¡����������으로�분류되며�사업보고서��
공 식 � 홈 페이지 � � 지속가 능 경영보 고 서 ��
알리오�클린아이��및�한국공공���연구원의�
평가설문지를�기준으로�평가됩니다��
자세한�내용은��������������������¦���� ��
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평가실행기관 아이엠에스알

평가인정기관 한국공공ESG연구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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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조직�프로필

����� 조직�명칭 



�������

�����
������


�����

������

�����

������

���

����� 활동��브랜드��제품�및�서비스 ����

����� 본사�위치 


����� 사업�지역 
���

����� 소유�형태�및�법적�형태 


����
 시장�영역 
���

����� 조직의�규모 
�����

����� 임직원�및�근로자에�관한�정보 ������

����� 공급망 


������ 조직�및�공급망의�중대한�변화 중대한�변화�없음

������ 예방�원칙�또는�예방�접근법 �����

������ 외부�이니셔티브 �������

������ 협회�회원 ��


전략
������ 최고의사결정권자의�성명서 ���

����
��������
������ 주요�영향��리스크�및�기회 �
���

윤리�및�청렴
�����
 가치��원칙��기준�및�행동강령 �������

����

����
�
��
������ 윤리�관련�자문�요청�및�우려�고발�메커니즘 �����

지배구조

������ 지배구조 ��


��������������

������ 권한�위임 �����

������ 최고의사결정기구�및�그�하위�위원회의�구성 �����

������ 최고의사결정기구�의장 


�����
 목표��가치�및�전략�수립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구의�역할 �����

������ 최고의사결정기구�성과�평가 ������

������ 경제��환경�및�사회적�영향�파악�및�관리 ������������

������ 리스크�관리�프로세스의�효과성 �����

이해관계자�참여

������ 이해관계자�단체�목록 �����

���

������ 단체협약 
��



������ 이해관계자�파악�및�선정 �����

������ 이해관계자와의�협의�방식 �����

������ 핵심�관심사항�및�우려사항 �����

��
�� ��� ���������� ���� ���������

보고�관행

������ 연결재무제표에�포함된�법인 
��

��������
��

�����
 보고�내용�및�주제의�경계�설정 �����

������ 중요�주제�목록 ��

������ 기존�정보�수정� 중대한�변화�없음

������ 보고�관련�변경사항 �

������ 보고�기간 �

������ 최근�보고�일자 �

������ 보고�주기 �

������ 보고서�관련�문의처 �

������ ��	����������에�따라�보고서�작성이�이뤄졌음을�기술한�문장�� �

������ ��	�인덱스 �������

�����
 외부�보증���¥��������������¦�� �������

���������경영접근방식공개

����� 중요�주제�및�그�경계에�대한�설명 �� �����������
���������������� 중요�주제�관리방식�및�그�구성요소� �����

���������경제성과

����� 직접적�경제가치�발생과�분배 ���������� �

���������반부패

����� 반부패�정책과�절차에�관한�커뮤니케이션�및�교육 ����� 
�
���
�
���
�
��

����� 확인된�부패�사례�및�조치 ����� �

���������경쟁저해행위

��
�� 경쟁저해�및�독과점금지�위반�관련�소송� 해당사항�없음 �

���������원재료

����� 사용된�원재료의�중량�또는�용량 �
���
�

����� 재생�투입�원자재� �


���������에너지

����� 조직�내�에너지�소비 �
��� �

���������용수

����� 물�소비 ����� �

GRI Content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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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배출

����� 직접�온실가스�배출량���¦����� �


�����
����

����� 간접�온실가스�배출량���¦����� �


���������폐수�및�폐기물

��
�� 유형별��처리방법별�폐기물 ��

����

��
�� 중대한�유출 해당사항�없음

���������환경적�컴플라이언스

����� 환경�규제�위반 �� �

���������고용

����� 신규채용�및�이직 ������


�����
�����
���������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제공되지�않는�정규직�근로자를�위한�복리후생 

��������

����� 육아휴직 

��������

���������산업�보건�및�안전

��������� 중대토픽과�그�경계에�대한�설명��경영접근방식과�그�구성�요소��경영접근방식�평가 ������������


�����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


�

����� 위험�파악��위험�평가�및�사고�조사 ��������


����� 산업안전보건�서비스 ��������


����� 산업안전보건에�대한�근로자�참여�및�커뮤니케이션 ��������


����� 산업안전보건에�대한�근로자�훈련 ��������


����
 근로자�건강�증진 ��������


����� 비즈니스�관계로�직결된�산업안전보건�영향�예방�및�완화 ��������


�����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적용을�받는�근로자 ��������


����� 업무�관련�상해 ���

������ 업무�관련�질병 ���

���������훈련�및�교육

����� 직원��인당�평균�교육�시간 ���

�����
����

����� 직원�역량강화�및�이직지원�프로그램 
��
�

���������다양성�및�기회균등

����� 지배구조�기구와�직원의�다양성 ����������

�����
������

������
����

���������차별금지

��
�� 차별�사례�및�이에�대한�시정조치 
��
�

���
�
������

������
����

��
�� ��� ���������� ���� ���������

���������인권평가

����� 인권�관련�검토�또는�영향�평가�대상�사업장 
��
� �

���������지역사회

����� 지역사회�참여��영향�평가�및�개발�프로그램�운영�사업장 �����

������


�����
������

�����
��

���������고객�보건�및�안전

��
�� 제품�서비스의�건강�및�안전�영향�평가 �����
��
�
�����
�����
���


��
�� 제품�서비스의�건강�및�안전�영향�관련�위반 위반사항�없음

���������마케팅�및�라벨링

����� 제품�서비스�관련�정보�및�라벨링�요건 �����

������ 제품�서비스�정보�및�라벨링�관련�위반 위반사항�없음

����� 마케팅�커뮤니케이션�관련�위반 위반사항�없음

���������고객개인정보

����� 고객�개인정보보호�위반�및�고객정보�분실�관련해�입증된�민원� �� 
�����
�����
����

���������사회경제적�컴플라이언스

����� 사회적�및�경제적�분야의�법률�및�규정�위반 위반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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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표준은 2011년 발족한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한 

산업별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입니다. SASB 표준은 최초로 각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은 지속가능성 정보들을 총 11개 영역 77개 

산업별로 체계화하였습니다.

������������������������������������

항목 측정지표 단위 코드 페이지

온실가스�배출����
에너지�자원�확보�계획

글로벌�총��¦�����배출량 천�톤����

	����������� �
�¦�����배출량�총�배출�제한�규제�적용대상�비율


�¦�����배출량�총�배출�보고�규제�적용대상�비율

전력�공급과�관련된�온실가스�배출 천�톤���� 	����������� �


온실가스�배출량�감축을�위한�장단기�전략��온실가스
� 	�����������

���������

감축목표�및�성과�설명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목표�달성률  	����������� ��

대기�질
대기오염�물질�배출��질소산화물���©��아산화질소������제외�

톤�� 	����������� ��
대기오염�물질�배출��황산화물���©�

물�관리

물�총�취수량 톤 	����������� ��

물�스트레스�지수가�‘높음’�또는�‘매우�높음’�지역에서의�물�사용률  	����������� ��

수질�허가��기준��규제�위반�건수 건 	����������� ��

물�관리�리스크�및�대응전략�설명 � 	����������� ��

석탄재�관리
석탄�연소�잔여물������발생량 만�톤

	����������� ��
재활용률 

그리드�복원력 물리적�보안�또는�사이버�보안�관련�규정�위반�사례 건 	����������� 해당사항�없음

사업장�안전

총�기록재해율���	��

 	����������� 해당사항�없음산재사망률

아차사고�빈도율

������������	������

항목 측정지표 단위 코드 페이지

온실가스배출

총�글로벌��¦�����배출 천�톤����
������������ �


메탄�비율 

�¦�����배출�관리를�위한�장기�및�단기�전략��배출�감축�목표
� ������������ �


목표대비�성과�분석

생태영향 환경관리�정책�설명�및�적극적인�운영을�위한�활동 � �������
���� �����

운영안전��비상사태�대비체계
가치사슬�전반에�걸쳐�안전문화�및�비상사태�대비체계를�경영시스템에�
통합하기�위한�활동

� ������������ �����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5년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였습니다. TCFD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국제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으며, TCFD의 권고안에 따라 공개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는 국제 이해관계자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TCFD의 11개 권고안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동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권고안 한국서부발전�주요활동 ����

지배구조

���기후변화�관련�위험과�기회에�대한�이사회의�감독�설명 한국서부발전은����경영�실천의지를�경영에�
반영하고�전사적�차원에서�탄소중립�이슈가��

논의될�수�있도록�����년�
월���
����실무추진단과����위원회를�설립하고��

역할을�설정하였습니다�

����������

���기후변화�위험과�기회를�평가�및�관리하는�경영진의�역할�설명

전략

���단기��중기��장기에�걸쳐�확인한�기후변화�관련�위험과�기회�설명

지속가능성장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으로��
���를�도입하고�����각�분야별�추진과제를��

설정한�뒤��경영전략과�연계한�핵심업무���개���
뉴딜�추진전략�과제�
�개�및�중장기�혁신과제와�

연계하여�����성과를�관리하고�있습니다��

�������������기후변화�관련�위험과�기회가�조직의�사업��전략�및�재무�계획에�미치는�영향�설명

¦��기후변화�관련�시나리오를�고려한�경영전략의�유연성�설명

위험관리

���기후변화�관련�위험을�평가�및�식별하는�조직의�프로세스�설명

한국서부발전은��
‘최고�수준의�친환경발전소��

운영체계�구축’�이라는�환경비전�아래���
�대�전략방향을�설정하고�각�분야의��

리스크�관리를�통해��개의�전략방향�목표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기후변화�관련�위험을�관리하기�위한�조직의�프로세스�설명

¦����기후변화�관련�위험을�식별��평가�및�관리하는�프로세스가�조직의�전반적인�위험�관리에��
통합되는�방법에�관한�설명

지표�및�
감축목표

���기후변화�관련�위험과�기회를�평가하기�위해�사용한�지표�공개

한국서부발전은��
�����탄소중립경영�추진계획을�통해��

�����������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에서�
��로�상향하였고��온실가스�배출량을��

����년�����
만�톤에서�
����년������만�톤������년에는�‘�’로��

감축해�나갈�계획입니다�

�����
������
���온실가스�배출량���¦�������������공개

¦��기후변화�관련�위험과�기회를�관리하기�위해�조직에서�사용하는�목표�및�목표�대비�성과�설명

SASB Index TCFD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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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Advanced Level

주요�수상현황

수상년도 수상명 시상기관

���
 공공기관�생산성�향상�우수기관�표창�수상 산업통상자원부

���
 ���제도�활성화�공로상�관세청장상� 관세청

���� ����년도�나눔실천�유공자�충남도지사�표창 충청남도

���� ����년도�공공기관�일자리�콘테스트�민간부문�일자리�창출 기획재정부�일자리위원회

���� 민관협력부문�단체�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기관�동반성장�최우수기관�대통령상� 행정안전부

���� 제�회�대한민국�사랑받는기업�정부포상�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중소벤처기업부

���� �����대한민국�녹색기후상 산업통상자원부

���� 적극행정�대통령�표창 인사혁신처

���� 일자리�창출�부위원장상 일자리창출위원회

���� 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감축�표창 산업통상자원부

���� 열린혁신�산업통상자원부�표창 산업통상자원부

����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사회공헌�대상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 행복더함�사회공헌대상�교육부�장관상�수상� 교육부

���� �����국가산업대상�고용친화�부문�대상� 산업정책연구원

���� �����대한민국�일자리����대�으뜸기업�선정 고용노동부

���� 제��회�국가지속가능경영�대상�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상� 기획재정부

���� ����년��차�산업혁명�파워코리아�대전�스마트기업�리더상�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

���� ����년도�동반성장�주간행사�협력 익�공유제�우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산업대상�환경경영��제조품질�부문�대상� 산업정책연구원

����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국제발명특허대전�전력그룹사부문�금상� 한국전력공사

���� ����년�지역사회공헌�인정의�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감사패�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아름다운�이웃�감사패� 태안군

���� 교육기부대상 교육부

���� �����국가산업대상�제조품질부문�대상�수상 산업정책연구원

���� 품질경쟁력우수기업��등급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시장감시�우수회원사 전력시장감시위원회

���� 현장조치�행동매뉴얼�경진대회�장관상�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안전보건활동�우수사례�최우수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년�제�회�친환경�경영대상�종합대상�수상 조선일보

���� ����년�국가산업대상�환경부문�대상�수상 산업정책연구원

���� ����년�대한민국�����명예의�전당�환경부분�우수�����수상 산업정책연구원

���� 「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농업�기반�구축�유공」�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

���� �����년�노인�일자리창출�분야�우수기업�장관상 보건복지부

���� 지역발전�유공�장관상 행정안전부

���� 충남지역문제�해결�기여�유공�장관상 행정안전부

���� �����국가산업대상�제조품질부문�대상�수상 산업정책연구원

���� 품질경쟁력우수기업��등급 산업통상자원부

���� 정보공개�종합평가�최우수기관�표창 행정안전부

���� ����년�국가산업대상�환경부문�대상�수상 산업정책연구원

���� �����국가산업대상�제조품질부문�대상�수상 산업정책연구원

���� �����대한민국�브랜드�명예의�전당�발전�서비스�부문 산업정책연구원

����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수상 품질경영학회

���� 공공기관�안전보건활동�우수사례�우수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구분 원칙 페이지 ����지표

�

거버넌스

글로벌콤팩트�이행의�전략적인�측면에�대한�최고경영층�및�이사회수준의�논의를�서술합니다� ��� ������

� 기업의�지속가능성을�위한�의사결정�과정과�지배구조�시스템에�대해�설명합니다�� ����� ����������

� 모든�중요한�이해관계자�참여에�대해�서술합니다� ����� ������

� ���목표�및�이슈 폭넓은����목표와�이슈를�지지하기�위한�활동을�서술합니다� �� ������

�

인권

인권�분야에서�강력한�추진의지��전략�또는�정책을�서술합니다� 
��
� �����


 인권원칙을�통합하기�위한�효과적인�경영시스템을�서술합니다� 
��
� �����

� 인권원칙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과�평가�메커니즘을�서술합니다� 
��
� �����

� 인권에�대한�표준화된�성과지표���	포함�를�적용합니다�� ������ �����

�

노동

노동분야에서�강력한�추진의지��전략�또는�정책을�서술합니다�� 
��

 �����

�� 노동원칙을�통합하기�위한�효과적인�경영시스템을�서술합니다�� 
��

� �����

�� 노동원칙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과�평가�메커니즘을�서술합니다�� 
��

 �����

�� 노동에�대한�표준화된�성과지표���	�포함�를�적용합니다�� ������
�����
�����
�����

��

환경

환경경영�분야에서�강력한�추진의지��전략�또는�정책을�추진합니다�� ����� �����

�� 환경원칙을�통합하기�위한�효과적인�경영시스템을�서술합니다�� ����� �����

�� 환경경영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과�평가�메커니즘을�서술합니다�� ����� �����

�
 환경경영에�대한�표준화된�성과지표를�적용합니다�� �
���
������������

��������
��
��������

��

반부패

반부패�분야에서�강력한�추진의지��전략�또는�정책을�서술합니다� ����� �����

�� 반부패�원칙을�통합하기�위한�효과적인�경영시스템을�서술합니다� ����� �����

�� 반부패의�통합을�위한�효과적인�모니터링과�평가�메커니즘을�서술합니다� ����� �����

�� 반부패에�대한�표준화된�성과지표를�적용합니다� ����� �����

�� 전략��거버넌스�및�참여 가치사슬�내에서�글로벌콤팩트원칙�이행에�대해�설명합니다� ����� �

��

검증�및�투명성

기업의�프로필과�운영�환경에�대한�정보를�제공합니다� ������ ��������

�� 높은�수준의�투명성과�공시를�포함합니다�
�������������������

������
��������


주요 수상현황 및 협회가입

한국서부발전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는 자발적 기업 

이니셔티브인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분야 10대 원칙준수를 선언하였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원칙을 이행한 성과는 매년 UNGC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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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입

분야 협회명

사회공헌 한국메세나협회

경영혁신

한국제안활동협회

한국능률협회

발전기술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차산업 한국���학회

경영경제

한국중소기업학회

서산상공회의소

건설

대한전기협회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사�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전남풍력발전협회

한국플랜트학회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

한국대댐회

분야 협회명

사업개발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품질혁신

미래혁신연구회

한국명장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경영학회

안전

대한간호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경제교육연구원

재난

한국안전인증원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이산화탄소포집및저장협회

배출권시장�협의회

기타

전력포럼

에너지미래포럼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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