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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 목적 ]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사회책임 수행을 위해 

당사가 펼치고 있는 제반 활동과 성과를 주주 및 정부기관, 

투자자, 내부 고객에, 협력업체,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

견을 반영한 검증 보고서를 수록하여 보고서 전반에 대한 신뢰

성을 높였습니다.

[ 보고서 작성 기준 ]

본 보고서는 GRI의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G3.1) 

및 GRI 전력 유틸리티 산업 부가지표 (Electric Utility Sector 

Supplement)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기준에 대한 공개 

수준은 GRI Index Chart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 보고 범위 및 기간 ]

본 보고서는 서울 본사 및 국내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의미있는 성과 및 활동은 2010년부터 2012년을 기

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성과에 대해서는 2013년도 6월까지

의 성과를 제시하였습니다.  

[ GRI G3.1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

한국서부발전은 본 보고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통해 GRI G3.1 가이드라인의 

‘A+’ 적용 수준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보고서 특징, 이전 보고서와의 차이점 ]

다섯 번째 발간을 맞이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013 지속가능경

영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내·외부 영향도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도출된 최상위 이슈를 중심으로 가치창조경영, 임직원 

존중의 문화,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 친화적 기업 이행 등을 위

한 노력을 담았습니다. 

[ 데이터 측정 및 산정 기준 ]

본 보고서 중 재무성과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환경 및 사회성과는 관련 법규 또는 내부 데이터 측정 및 산정 

기준에 따랐습니다. 

 

[ 보고서 및 추가 정보 문의처 ]

홈페이지 : www.westernpower.co.kr

전자메일 : sustainability@iwest.co.kr

담당부서 : 한국서부발전 경영기획처 전략기획팀

전화 : 02-3456-7612

Fax : 02-3456-7752

지속가능경영 추진 발자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T/F팀

올해로써 다섯 번째 발간하는 한국서부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부문별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과 조직의 최상위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함으로써, 이전 보고서 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조직은 지속가능경영 담당 조직인 경영기획처 처장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보고서 발간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전략기획팀장 및 

본사에 있는 지속가능경영 각 분야의 실무진들이 팀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T/F 팀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고서 작성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해와 몰입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도구여야 한다는 기본취지에 

맞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고 보고서 작성 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고 경제, 사회, 환경 분야별 외부전문가 3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보고서 발간 시에는 한층 강화된 지속가능경영 체제 구축을 바탕으로, 중요한 이슈 중심의 명료하고 효과적인 보고서를 발간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더욱 증진할 예정입니다. 매년 더 나아진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5 환경보고서 (2005.5)
2006 환경보고서 (2006.11)
200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07.9)

2007 사회공헌백서 (2007.10)
200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08.10)
201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0.9)
201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2.4) 

보고서 작성 조직 및 후기

구  분 팀  원

총괄책임자 경영기획처장 송재섭

T/F 총괄 팀장 전략기획팀장 홍신기

T/F 그룹장

이해관계자 분석 및 작성 총괄 전략기획팀 차장 김성헌

가치창조경영 발전계획팀 차장 구남희

임직원 존중의 문화 노무복지팀 차장 장현민

사회적 책임 이행 문화홍보팀 차장 안우순

환경 친화적 기업 기후환경팀 차장 황수연

본 책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보증하는 FSCTM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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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에 한국서부

발전이 날로 발전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1년 9.15정전 이후 지속되는 전력 수급 불안

으로 전력 산업에 대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선제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유 및 공개를 실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여러분들

과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이어나가고자,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의지는, 2006년 

5월 UN Global Compact 가입으로부터 시작하여, 

2007년 이후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보고 기준에 따른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꾸준한 발

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다섯번째 발간을 

맞은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GRI 4 보고

체계를 일부 반영함으로써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2001년 4월 2일 발전산업의 경영효율성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사된 이래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서부발전은, 2012년에도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선, 주요한 경제적 성과로는 매출액 5조 9,679억원, 당기순이익 1,183억원을 시현한 것입니다. 이는 2011년 대비 각각 

15%, 164% 이상 향상된 성과로서, 전사적으로는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관리경비를 절감하고, 최적의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유연탄 도입단가를 전년 대비 7% 이상 낮추는 동시에 최적의 설비 운영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에 기여한 전 직원의 부단한 노력

의 결과입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신규사업개발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인도의 발전운영 사업과 함께 

미국 네바다 태양광 전력사업까지 진출하여 세계 각국에 그 역량을 자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태안 9,10호기, 태안 IGCC 

발전소 건설 등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신규 건설 사업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CEO Message

사회 분야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봉사와 맞춤형 지역 지원 사업을 통한 체계적 사회공헌활동 시행, 

‘생애주기형 복지제도’를 통한 임직원 만족도 향상, 신뢰와 소통을 통한 상생의 노경(勞經)문화 정착, 법규 준수와 윤리경영을 

통한 공정·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 협력기업 및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환경 조성과 함께 사회적 형평

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여 2012년 신입사원의 21%를 고졸자로 채용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한 서부 환경기본계획 「Eco-Power 3G(Green, Good, Great)」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CDM(청정개발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

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세종시 및 영암 F1 태양광 설비를 CDM에 신규 등록하여 배출권 수익을 창출하고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확보하는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책무를 다하는 한편, 미래의 환경 분야 리스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신입사원 입사와 신규 건설 사업으로 조직과 인력이 빠르게 젊어지고 있는 서부발전은 「Young & 

Dynamic KOWEPO」, 즉 유연하고 개방적인 문화의 바탕 위에 규율이 살아있는 ‘젊고 역동적인 新조직문화’ 활동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여 경영전략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원부터 경영진까지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소통과 신뢰의 공감

경영 및 창조경영을 실천함으로써 2012년 지속가능경영지수 (KoBEX SMTM) AAA(Triple A) 달성, 국가생산성 국무총

리 표창, ‘위풍당당 新고졸시대 정착’기여 대통령 표창, 그리고 지속가능경영대상 공기업 부문 우수상까지 각 분야에서 그 성

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최근의 전력산업 경영환경은 탄소 배출 규제 강화, 전력시장 경쟁 심화, 저성장시대 진입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도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더욱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어제보다 나은 생각과 방법

으로 현재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적 생태 보전의 조화로운 미래지향적 책임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신뢰와 사랑받는 국민공기업으로서 이해관계자 여러분

들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조 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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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2001년 4월 2일, 발전산업의 경영효율성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되면서 설립된 회사   

로서, 2012년 12월 말 기준 태안, 평택, 서인천 등 6개 사업소 8,409MW의 설비를 보유, 운영하며 국내 총 발전량의 약 11%인 56,091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발전전문공기업 입니다.

세계 초일류 발전회사를 향한 한국서부발전의 비전인 「World Best 3E(Energy, Eco-Future, Expertise) Creator」 아래, 전 직원이 ‘최고의 에너지· 

친환경 미래·전문기술’이라는 3대 이념으로 하나 되어, 국가기반산업인 전력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 증진, 공급능력 확보를 통해 국민과 함께 지속 

성장한다는 가치 창출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조직 운영 효율화를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여 ‘평택건설처’를 신설하였으며, 안전의 중요성 강화로 ‘재난안전관리팀’을 ‘재난안전관리실’로 직제 상향하고, 전사 ERP(통합정보화) 구축 완료에  

따라 ‘정보화추진반 T/F’를 경영기획처 내 ‘시스템경영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본사 조직은 2본부 4처 2실 1반의 체계이며, 사업소는 

4본부 2처 1사무소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중장기 경영전략 목표 상향
지속가능경영 공기업 우수상

업  종 발전, 전원개발, 감리 주 생산품목 전 기

대  표  이  사 김 문 덕 자   본   금 1,589억원

설    립     일 2001. 4. 2 자 산 규 모 57,166억원

임  직  원  수 1,844명 매   출   액 59,679억원

지  배  주  주 한국전력공사 지   분   율 100%

신  용  등  급 S&P : A+등급, Moody’s : A1 등급, 국내 : AAA 등급

본  사  위  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기업 소개

태  안
발전본부

태  안
건설본부

평  택
발전본부

평 택
건설처

서인천
발전본부

군  산
발전처

해  외
사무소

사   장

미래사업실

관리본부

연료자원반

경영기획처 경영관리처 발 전 처 건 설 처

기술본부

감 사 실

상임감사위원

재난안전관리실

본사 및 사업소

◎ 본사 및 사업소 조직도

◎ 일반 현황

◎ 회사 연혁(2001년~2012년)

발전설비 현황

서인천 복합·
LNG (1,800MW)

1992. 11 준공 

·평택 기력
    중유 (1,400MW)

    1980. 4 준공

평택 복합·
    LNG (480MW)

1992/1994 준공 

·세종시 태양광
    태양광 (5MW) 
    2012. 6 준공

·삼랑진 태양광
    태양광 (3MW) 
    2008. 4 준공

군산 복합· 
LNG (718.4MW)  

2010. 5 준공

태안 1~8호기·                                         
유연탄 (4,000MW)

1998~2007 준공 

·태안 신재생
    소수력 등 (3.32MW)
    2007. 8 준공

·군산 태양광
    태양광 (0.26MW) 
    2010. 7 준공

기업 개요 조직 현황

 (2012년 기준)

2005년
사가 ‘서부의 노래’ 제정
한국품질대상 수상
청라에너지(주) 설립

2003년
6시그마 경영혁신기법 도입 
국가품질상
(품질경영 대통령상) 수상 
태안화력 7, 8호기 착공

2006년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
무디스 신용등급 A1 획득
서인천 성능개선 완료

2002년
윤리경영 선언(서부인의 신조 선포) 
전 사업장 ISO9001 인증 
태안화력 6호기 준공

2007년
Vision 2020 선포 
태안화력 7, 8호기 및 청송양수 1, 2호기 준공 
가로림조력발전(주) 설립

2004년
6시그마 경영혁신 전사 확대
태안 안전경영대상 수상 
군산화력 폐지

2008년
중장기 인재양성모델 구축
S&P 신용등급 A(Stable) 획득  
삼랑진 태양광발전소 준공

2009년
중기전략 Jump 1250 선포
사우디 라빅 중유화력 
O&M사업 수주
국내최초 삼랑진-청송    
원격운전 실시

2011년
태안 IGCC 착공
KOWEPO VISION 2020 재구축
중기 상생 WP-TOPS 전략수립

2001년
한국서부발전(주) 설립 
기업이념 및 CI 선포
태안화력 5호기 준공

2010년
군산복합준공
작업장혁신 우수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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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지속가능경영 

2012년에는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2010년에 재구축된 경영전략체계인 「KOWEPO Vision 2020」을 업데이트 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 기존 사원정신이었던 ‘Top & Trust(최고 지향, 신뢰 우선)’를 구성원의 

마인드를 하나로 모을 지향점인 핵심가치로 확대 구축하고,  2012년에는 핵심가치의 실행력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기업문화 전략( 「Young & Dynamic 

3S Project」)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젊고 역동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체계 구축 

국내 화력사업

 ①국내최고 설비운영효율 확보

 ②설비안정성 및 재난안전 강화

 ③국내 건설사업 확대

 ④연료자원의 안정적 확보

신·재생사업

 ⑤신재생발전설비 적기 건설

 ⑥첨단 녹색기술개발 선도

 ⑦친환경 사업 확대

글로벌사업

⑧글로벌 수화력사업 확대

⑨사업영역 다각화 추진

사업지원

 ⑩전략 실행력 강화

 ⑪젊고 깨끗한 기업문화 구축

 ⑫상생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기술 경영 확장 경영 선진 경영 상생 경영

World Best 3E Creator
(Energy, Eco-Future, Expertise)Vision

Triple Sales, Higher Sustainability : 매출 110억불·ROIC 8%이상

Energy

설비용량 22,000MW
Eco-Future

CO2 16% 감축

Expertise

최고수준 기술확보

경영목표

최고를 향한 열정
Passion

소통을 향한 신뢰
Trust

변화에 대한 도전
Challenge

성장을 위한 상생
Collaboration

핵심가치

전략방향

전략과제

◎ KOWEPO Vision 2020 전략체계 

◎ 핵심가치

2020년 경영목표 달성 로드맵(Roadmap)

경영전략체계 「KOWEPO Vision 2020」의 2011년 대비 2012년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경영목표 달성 Roadmap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 반영, 경영목표 상향 조정 

국내외에서 발전설비 건설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여, 매출액 목표는 100억불(약 11.7조원)에서 110억불(약 13.2조원)로, 설비용량 목표는 20,000MW에

서 22,000MW로 각각 10%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격적 경영목표 설정 

국내외 사업 운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위험관리와 고수익 사업의 선택적 시행을 통해, 투하자본 수익률(ROIC)을 기존 7%에서 8%로 상향 조정하였

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2 감축 목표도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14%에서 16%로 감축 목표를 상향함으로써 친환경 미래 

창출을 앞당기고자 하였습니다.

12대 전략과제 조정 

9.15 정전사태 이후, 재난이나 인적 실수에 의한 발전소의 고장정지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공기업으로서 청렴 실천의         

중요성 또한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략과제를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① 해외사업 

과제를 3개에서 2개로 감축하고, ② ‘설비안정성 및 재난안전 강화’ 과제를 추가하였으며, ③ 기업문화 구축 과제에는 ‘깨끗한’ 기업문화를 강조함으

로써 청렴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국서부발전 비전과 전략 

◎ 2020년 경영목표 달성 로드맵(Roadmap)

한국서부발전은 비전과 연계한 핵심가치를 임직원의 행동 준거로 내재화 함으로써 지속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프로세스, 수익성 및 경영성과 측면에서 최고의     

가치 실현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구성원 상호간의 믿음의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열린 기업

문화를 지향한다.

미래를 향한 결단과 의지로 시대적 과업을 반드시 실행하여 

성과를 이루어 내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발전산업의 트랜드를 

선도한다.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과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추구한다.

최고를 향한 열정

Passion

소통을 향한 신뢰

Trust

변화에 대한 도전

Challenge

성장을 위한 상생
Collaboration

성장
플랫폼

기존설비 8,388 MW 44.8 억불

태안#9,10 2,100 MW 3.4 억불

동두천복합#1 1,880 MW 5.8 억불

평택복합2단계 946 MW 8.0 억불

신재생사업 619 MW 4.0 억불

해외사업 2,688 MW 7.4 억불

2016년 계 16,631 MW 73.4 억불

설비용량 8,425 MW

매출액 48.9 억불

기존설비 8,398 MW 49.1 억불

태안#9, 10 2,100 MW 9.5 억불

동두천복합 3,760 MW 12.4 억불

평택복합 2, 3단계 1,893 MW 17.1 억불

군산#2 718 MW 7.5 억불

국내부대사업 - 0.7 억불

신재생사업 1,461 MW 6.8 억불

해외사업 3,606 MW 7.2 억불

해외O&M사업 - 2.3 억불

2020년 계 21,936 MW 112.6 억불

국내 발전사 중 중위권

노후설비 비율 높음

국내 발전사 중 설비용량 1위

회사로서의 입지 강화

국내 초일류 발전회사를 넘어

해외 및 신재생 발전사업을 선도

매출액 48.9억불
ROIC 3.02%

매출액 73.4억불
ROIC 6.29%

매출액 112.6억불
ROIC 8.27%

사업규모 확대

초일류 도약

태안 IGCC

라빅
O&M(인)

네바다
태양광(미)

평택복합
2단계

북카프
카즈(러)

동두천#1
태안 #9,10

마하라
쉬트라1(인) 양곤 가스복합

(미안먀)

마하라
쉬트라2(인)

세남노이
(라오스)

평택복합
3단계

따깔라
(인니)

가로림
조력

군산#2
동두천#2

평택

군산#1서인천

태안#1~8

2012년

2016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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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est 3E (Energy, Eco-Future, Expertise) Creator

가치창조 임직원 존중 사회적 책임 환경친화

·안정적 전력공급
·혁신과 창조

·임직원 복지
·노사관계
·안전 및 보건

·사회 공헌
·상생경영
·윤리경영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관리

Vision

Slogan

추진방향

추진과제

“Higher sustainability with people, society & Environment”

◎ 지속가능경영 비전 체계

◎ 제9기 지속가능경영 자문위원회 및 자문 실적

지속가능경영 자문위원회

경영관리 분과 신규사업 분과 환경관리 분과 중기육성 분과

경영품질 재무자문 해양환경 지원전략

재무관리 금융자문 기후변화

성과관리

위험관리

법률자문

한국서부발전 지속가능경영 체계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 슬로건은 “Higher Sustainability with People, Society & Environment”입니다. 이는, 세계 초일류 발전회사를 향한      

서부발전의 비전 「World Best 3E Creator」 및 경영목표 “Triple Sales, Higher Sustainability” 중 지속가능경영 이념을 강조한 슬로건으로 사람, 사회, 

환경과의 조화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서부발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이슈를 도출한 후 이슈별 주요 추진 과제를 선정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4대 추진 방향별 주요 이슈 및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비전 체계

지속가능경영 자문위원회  

지속가능경영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분과 10개 부문에 부문

별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지속가능경영 자문위원회’를 조직하고, CEO 와 지속가능경영 협의체가 자문위원들과 꾸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업 경영성과 창출 및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9기 지속가능경영 자문위원회에서

는 미국 네바다 태양광 발전 재무자문 등 총 31회의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체계도    

한국서부발전은 지속가능경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영기획처 내 지속가능경영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발생 이슈에 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부서 팀원들과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계획 수

립, 추진현황 및 성과 점검과 함께 이슈 해결에도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경영 체계도

중기육성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주요 역할 

 - 전사차원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 지속가능경영 추진방향 검토

 - 대내외 지속가능경영 이슈 관련 대응 방안 검토

 -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제기관 활동 참여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대외 홍보

 - 협력회사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 구축 지원

 - 지속가능경영 수준 진단 및 환류  

 - 지속가능경영 자문위원회 개최

 - 지속가능경영 자문위원 선임 등 

기후환경팀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문화홍보팀

재난안전관리실

사업총괄팀

동반성장기획팀

계약자재팀

총무인사팀

노무복지팀

관리본부장

경영기획처장

전략기획팀장

지속가능경영 담당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정부 및 주주 지역사회 협력기업 임직원

지속가능경영 자문위원회

경영관리 신규사업 환경관리

이해관계자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성과관리팀

사   장

자문분야 자 문 실 적

재 무 미국 네바다 볼더시티 태양광 발전사업 재무자문 등 3회

법 률 필리핀 카난수력 발전사업 법률자문 등 14회

경영품질 혁신 페스티발 BP사례 심사평가 1회

위험관리 2012년도 발전운영사업 경제성 분석 및 평가 자문 1회

성과관리 2011년도 경영평가 비계량지표 관리 방향 등 5회

재무관리 분기별 환위험관리 자문 등 4회

해양환경 태안 5~8호기 가동관련 어업피해조사 보고서 검토 등 2회

중기육성 동반성장의 철학, 정책, 기업의 대응 관련 초청 강연 1회

2012년에는 사원부터 임원까지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지식경제부 주최  ‘국내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 실태조사(KoBEX SMTM : Korea Business Ethics indeX Sustainability Management)’ 실시 결과 지속가능

경영 최고등급인  AAA(Triple A) 등급을 획득하고 ‘지속가능경영대상 공기업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 성과를 대외

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KoBEX SMTM AAA 등급 획득

2012 지속가능경영대상 공기업부문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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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전력산업의 구조 및 형태

지난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6개 발전회사로 분할함으로써, 발전부문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되었

습니다. 현재 국내의 경쟁사로는 발전 6사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 포스코 에너지, GS Power, GS-EPS, SK E&S, MPC 등 민자발전사가 있습니다. 

저장이 불가능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비전력 확보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전력설비 건설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

모의 투자비가 소요되며 건설 중에는 늘어나는 수요 변화에, 그리고 건설된 후에는 감소하는 수요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건설 

계획 수립에 매우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서부발전에서는 2년마다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전력설비 건설 계획을 수립함

으로써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최적의 예비율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 시장은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 ‘시장운영’, ‘계통운영’, ‘거래운영’의 3대 시장으로 분류되며 한국

서부발전은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준수하여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전력

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 경쟁사별 발전량 점유율                                                           

발전회사명 2012년도 발전량(억kWh) 점유율(%)

서부발전 561 11.0

남동발전 634 12.4

중부발전 524 10.3

남부발전 634 12.4

동서발전 576 11.3

한국수력원자력 1,554 30.5

기타 613 12.1

합계 5,096 100

전력시장 운영

발전소 운영 및 건설과 관련해서는 전기사업법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전력거래 분야는 전력시장 운영규칙과 세부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있습

니다.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물질의 배출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한국서부발전에서는 

법적 규제치보다 엄격하게 자체 규제치를 설정하고 준수함으로써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설비, 고압가스시설, 소방설비, 유해화학물질, 유해위험설비, 재난시설 등 제반 설비운영의 안전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월간, 연간 정기점검 및 

수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관련 법규 

한국서부발전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여건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 또는 최소화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기업가치를      

높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기타 

한국
수력
원자력

동서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11.0%

12.4%

10.3%

12.4%

11.3%

30.5%

12.1%

발전량 점유율

리스크 관리는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연료, 재무, 발전운영 등 9개 분야 15개

의 핵심위험지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지표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모두 검토하여 이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핵심위험 지표별로 위험구간을 설정하여 위기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상시 모니

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전사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실적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 

보고하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위험관리를 위해 2008년 RM(Risk Management, 위험관리)부서를 신설하여, 이전까지 각각

의 기능 및 부서단위로 관리하던 위험을 전사 위험관리의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분야별 차장급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 전문가들은 분야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크기를 계량

화한 후 대응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실)장급으로 구성된 

전사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상정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사업검증 프로세스 심의를 통해 사업리스크에 대한 

세부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 단계(①, ②)에서는 자체 회사 검증 Tool 및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사업 검증 및 확정 단계(③, ④, ⑤)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최종단계

로서 신규사업 출자 및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 해당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다시 한번 검증하며 

상시적인 진행 사업에 대하여 RM(위험관리)부서에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수시 경제성 분석(2012년 

국내외 14개 사업 시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공사비 축소(영암 F1 태양광 36억원) 및 건조비 절감(인니 해상선적터미널 21억원) 등  

신규 추진사업에 대해 투자경제성을 확보하였으며 적정수익률 미달사업(필리핀 카난수력)에 대해서는 

사업권 매각 등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통해 사업 추진 리스크를 감축하였습니다.

◎ 신규사업 추진시 검증 프로세스

분야별 위험요인의 최적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전사적 위험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위원회
통 합

위험관리시스템
도 입

위험관리규정
제 정

위험관리 실무 위원회

전사적 위험관리 위원회

환위험관리
위원회

위험관리
위원회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위원회

재무위험관리
위원회

◎ 위험관리 체계도 ◎ 전사위험관리 위원회 구성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

사업리스크 운영 관리

사업영역 고객 분류 가치기준 고객 요구 사항

발전사업
(전기 생산 및 

판매)

시장운영 수익성 값싼 전기의 안정적 거래

계통운영 신뢰성 품질 좋은 전기 공급

거래운영 공정성 공정한 시장운영(규칙 준수)

◎ 전력시장

① 자체점검

② 사업선정위원회

③ 전사 위험관리위원회

④ 이사회 의결

⑤ 모니터링(RM)

▶
▶

▶
▶

전력산업의 특성 리스크 관리 시스템

◎ 위험관리 프로세스

관리분야 선정

시나리오 설정

핵심지표 모니터링

대응활동 전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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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이사회는 사장 및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사외이사) 5명의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사장 이외의 

상임이사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선임하고, 상임감사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

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

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

사 중 선임 비상임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상임이사

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말 모든 이사진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임원추천위원회 및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군에 여성전문가 명단을 

관리하고 여성임원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하는 등 적정 여성인력을 확보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은 2011년 1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자율·책임경영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성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비상임 이

사진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에 안건 사전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현장방문, 전용홈페이지 운영, 경영정보 제공 등 비상임이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에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 예·결산, 투자사업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함으로써 비상임이사의 경영제언을 확대하고 경영자문을 활성화하는 등 

이사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운영 ◎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 현황

구  분 경영전략 예·결산 투자사업

구성원(명) 비상임(2), 상임(1) 비상임(2), 상임(1) 비상임(3), 상임(1)

심의안건
경영목표/전략 

(경영목표, 혁신 등)
예/결산, 자금운영 

(예산, 사채 발행 등)
건설/투자사업
(건설, 출자 등)

2012년 
개최 횟수

1회 5회 3회

이사회 회의록 등 운영과 관련한 상세 정보는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고객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개설한 서부발전 이사회 전용 홈페이지 (www.iwest.

co.kr/directors/main.asp)에 게시되어 있으며,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 개선 등 이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 등 관련법과 한국서부발전 사규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경영목표, 예산, 출자 등 회사 경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정관에 정해진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최근 3

년간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98~100%로 향후에도 이사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사회

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의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표결에 참가할 수 없게 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 노력

권한과 책임

책임경영 구현을 위해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임기 중 달성해야 할  

경영목표와 주요 현안과제 등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며, 그 이행실적에 대해 매년 정부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장 이외

의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장과 경영목표를 매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보수는 임원연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가와 보상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 개선

이사회 안건관리프로그램(AMP) 시행
(기 처리된 의결사항 진행현황 이사회 보고)

주요사업 적기 피드백

비상임이사 경영정보 접근성 개선
(이사회 홈페이지 개선, 직무수행 가이드북 제정)

경영정보 적기 제공

비상임이사
경영참여 확대

비상임이사 전문성을 회사 정책에 적극 활용
(경영자문 활동 및 직원대상 특강 시행)

경영 견제기능 강화

◎ 이사회 운영 활성화 주요 노력

2012년도 이사회는 총 11회 개최되었고, 상정된 의결안건수는 경제분야

의 인도 가스복합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안), 사회분야

의 대구 태양광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안), 환경분야의 서남해 해상

풍력 공동개발사업 SPC 설립 및 출자(안) 등 총 32건이었으며, 의결안건 

이외 중요사항 16건에 대해서도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개최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이사회 개최횟수(회) 13 12 11

안건수(의결, 보고) 45건(31, 14) 63건(49, 14) 48건(32, 16)

수정·조건부 의결(건) 2 4 4

이사회 참석률(%) 100 98 98

◎ 이사회 개최 횟수

이사회 

회사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수행을 위해 2011년 6월부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총 3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 

되며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중 2인을 비상임이사로 하고 위원장은 비상임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8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12년도 연간 감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11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 등 9건의 보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퇴직직원의 유관업체 재취업으로 

인한 비리 발생 억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비리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등 정책집행 사항에 대한 경영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상임감사

위원은 감사활동의 적정성, 성과 등 직무수행실적에 대해 정부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 이사회 전용 홈페이지

직 위 성  명 주 요 경 력 전 문 분 야

상 임

대표이사 김문덕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

감사위원 남동우 청주시 의회 의장 -

관리본부장 남효석 한국전력공사 그룹경영지원처장 -

기술본부장 김상태 한국서부발전 발전처장 -

비상임

의 장 심재중 전)한국투자증권 명동지점 영업상무 투자 분석

이 사

김대영 전)경호처 총무부장 인사·노무

정대화 현)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법률

이장우 현)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회계

김종영 전)한국전력공사 기술엔지니어링본부장 기술

◎ 이사회 구성

(2013년 6월 말)



 1514KOWEPO Sustainability Report 2013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이해관계자 참여

경영 활동상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존하고 있으며, 상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

과의 상호 신뢰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니즈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 파악된 니즈는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분 기대가치 주요 의사소통 채널

정부 및 주주 경영성과 극대화, 경영 혁신,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 공급

주주총회(연1회), 이사회(매월)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
업무별 협의체
국회, 산업부, 기재부 업무연락방 등
ALIO 경영공시(정기/수시공시)
정보공개, 홈페이지, 웹진, VOC, 전력홍보관

임직원 고용안정, 복지향상, 자아실현
CEO Hot Line, CEO와의 도시락간담회
타운미팅, 노사협의회(연4회), 노사간담회(수시), 고충처리제도, 
사원복지만족도 조사, 제안제도, 사업소 경영 현안 설명회, 사보 에너지家

협력기업 투명경영, 공정경쟁, 상생협력, 동반성장, 
청렴도 조사, 협력기업 간담회, 사업추진회의, 공정회의, P-CRM, 
중소기업 특별지원정책 등

지역사회 지역발전 기여
환경감시단 회의(분기1회), 지자체 및 지역주민 간담회, 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기관장 모임, 지역별 사회공헌 활동 등

한국서부발전은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소통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이해관계자가 생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 및 니즈에 대하여 파악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진정성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임직원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결과

협력회사 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 설문조사 결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결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환경오염 최소화, 적극적 사회공헌활동 측면에서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 노력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과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협력사 지원 및 상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협력사 만족도 조사 결과,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기술개발 촉진, 경영혁신 지원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및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한국서부발전과 모든 협력회사들의 상생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서부발전의 사회적 책임 및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문화 발전, 사회적 책임의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조화와 화합 속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적극적 사회공헌활동

환경오염 최소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임직원 지속가능경영 인식도 조사 결과

경영혁신 지원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지원

◎ 협력회사 지원 및 상생관련 만족도 조사 결과

지역문화 발전

사회적 책임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책임 및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이해관계자

임직원

지역사회협력기업

정부 및 주주

◎ 이해관계자간의 기대가치와 의사소통 채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

90.6%

80.3%

93.3%

91.3%

80.7%

96.6%

92.9%

80.8%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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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및 이슈 도출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서부발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생각하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관련 이슈 31개

를 도출하여 내부 중요도와 외부 영향도에 따라 상위, 중위, 하위 이슈의 세 그룹(High, Medium, Low)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직·간접적 경제효과, 사

내규범 및 정책, 관련 법규 및 국제 규범 검토,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동종기업 및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의 벤치마킹, 미디어 검색 등 총 

6단계의 중대성평가1) 를 실시하여 관련 이슈 풀을 만들고 중요도와 영향도를 반영하여 중대성 평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2013

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도출된 32개 이슈 중 최상위 이슈를 중심으로 작성되어 이해관계자가 2012년 성과에 대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도출해 우선순위 이슈를 선별하는 방법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주요 이슈 반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이슈는 최상위, 중·하위 이슈로 구분하였으며 구분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est 4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Test 1
직·간접적 경제효과

Test 6
미디어 검색

Test 3
법규 및 규범 검토

Test 5
벤치마킹

Test 2
사내규범 및 정책

◎ 주요 이슈 도출 프로세스

◎ 주요 이슈

Step 1 중대성 평가 Step 2 관련 이슈도출 Step 3 우선순위 결정

보고서 구성 내용 이슈 페이지
중요도

최상위 중·하위

CEO 메시지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추진의지 2 ⦁

기업 소개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14 ⦁
지배구조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12 ⦁

리스크 관리 안정적 전력수급 11 ⦁
중대성 평가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추진의지 18 ⦁
DMA

가치창조경영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노력
안정적 전력수급 22 ⦁
발전설비운영 22 ⦁

혁신과 창조의 경영효율성 추구

신규사업 개발 및 신시장 진출 24 ⦁
재무적 건전성 확보 60 ⦁
경영혁신 28 ⦁
합리적 경영 11   ⦁

임직원 존중의 문화

임직원 존중 임직원 존중 34 ⦁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 36 ⦁
임직원 안전 및 보건 강화 임직원 안전 및 보건 강화 37 ⦁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공헌 사회공헌 42 ⦁
협력사 상생 및 공정거래 실현 협력사 상생 및 공정거래 실현 46 ⦁

윤리경영 윤리경영 정착 49 ⦁
환경 친화적 기업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확대 54 ⦁

Performance

경제 성과 연구개발 투자 62 ⦁

사회 성과

임직원

직원역량개발  65 ⦁
평등한 기회 63 ⦁
고용 창출 63 ⦁

지역사회

고객만족 추구 67 ⦁
공공정책 대응 67 ⦁
지역사회 영향 45 ⦁
투명경영 실천 48 ⦁

환경 성과

수자원 사용 75 ⦁
기후변화 대응 68 ⦁
발전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73 ⦁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72 ⦁
에너지 효율 개선 22 ⦁
에너지 저감 69 ⦁
폐기물 관리 76 ⦁

Appendix 78

외부 영향도 →

내
부

 중
요

도
 →

지속가능경영 일반

가치창조경영 

임직원 존중의 문화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 친화적 기업

경영혁신 ⦁
조화로운 노사관계 구축 ⦁
임직원 안전 및 보건 강화 ⦁

임직원 존중 ⦁

지속가능경영 성과 및 추진의지⦁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

발전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
친환경 기술개발 및 투자 ⦁

신재생 에너지 확대 ⦁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에너지 효율 개선 ⦁
에너지 저감 ⦁

폐기물 관리 ⦁

기후변화 대응 ⦁

수자원 사용 ⦁

합리적인 경영 ⦁
연구개발 투자 ⦁

안정적 전력수급 ⦁

발전설비운영 ⦁
재무적 건전성 확보 ⦁

신규사업 개발 및 신시장 진출⦁
사회공헌⦁

직원역량개발 ⦁

고용 창출⦁

평등한 기회 ⦁

투명경영 실천⦁

고객만족 추구⦁
공공정책 대응⦁

지역사회 영향⦁

윤리경영 정착⦁

협력사 상생 및 공정거래 관행 정립⦁

중대성평가 프로세스 및 주요 이슈 도출 결과 보고서 주요 이슈 반영 현황

A 분류체계 B 분류체계 C 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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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경  제

사  회

2012년 주요 성과

2012년 주요 성과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지역지원 사업과 중소기업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건전한 기업생태계 환경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사내 新기업문화 추진활동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여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꾸준히 정착 시키겠으며, 시민감시단 제도를 도입한 반부패 

및 청렴 활동 강화로 강력한 윤리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계획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RPS 공급율을 충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건설 및 지분투자를 꾸준히 시행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률을 더욱    

높이고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 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환경보전에 앞장설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경영체계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계획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운영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방법을 개선하는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꾸준한 기술개발과 혁신 활동으로 전문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의 적기 준공 및 발전연료의 경제적 구매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겠으며,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설비 적기 건설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3년 계획

분  야 지  표 계  획 성  과 성과 분석 추진조직

경제적 가치 창출
매출액 57,214억원 59.679억원 성능개선 및 설비효율화로 매출 증대

경영기획처
경영관리처

당기순이익 138억원 1,183억원 매출 증대 및 경비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개선

창조경영 혁신활동 추진 2,200억원 3,518억원 CEO 책임과제 수행으로 60% 초과 달성 경영기획처

안정적 전력공급
발전소 건설 공기 준수 100% 102.3% 건설공기 완벽 수행으로 국가전력수급계획 이행 건설처

연료비 열량단가 개선율 3.39% 4.99% 연소 포트폴리오 구매 등으로 615억원 이상 절감 연료자원반

미래성장동력 창출

R&D 연구개발 사업화율 25% 27%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조기 사업화 추진 발전처

해외설비 착공용량 798MW 798MW 적극적 협상 노력으로 목표 달성 
미래사업실

신규사업 건설 수주 3건 3건 성장거점지역 인접지역 개발로 목표 달성 

분  야 지  표 계  획 성  과 성과 분석 추진조직

임직원 존중 내부소통지수 80점 87점 CEO 주도의 소통 활성화 성과

경영기획처신뢰의 공감경영 실천 新조직문화 활성화 이행율 80% 100% 젊고 역동적인 기업문화 활성화 실천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지역사회 만족도 80% 81% 2011년(76%) 대비 5%p 향상 성과

조화로운 노사관계 노사만족도 83% 84%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선포로 노사협력 증진 경영관리처

동반성장 동반성장 실적 평가 우수1) 우수 2012년 최우수 동반성장 실천 기업 선정2) 발전처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도 평가 등급 Ⅱ등급 Ⅱ등급 선진화된 감사 및 부패 신고자 보호 등 감사실

1) 동반성장 실적 평가 등급 구분(평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4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2012년 최우수 동반성장 실천 기업으로서 2013년 10월 ‘대통령 표창’ 수상 확정입니다.   

환  경

2012년 주요 성과

분  야 지  표 계  획 성  과 성과 분석 추진조직

신재생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 설비용량 30MW 75MW 태안 유기성 고형연료 등 운영 미래사업실

발전처
건설처CDM1) 사업 등록 18MW 18.9MW 세종시 및 영암 F1 태양광 발전 등록

대기환경 보호
온실가스 감축 10% 13%

탄소 파트너십 지원을 통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지원 

발전처
에너지 절감 10% 11%

폐기물 배출 최소화
폐기물 재활용률 30% 43.3% 탈황석고 등 재활용율 향상

석탄회 재활용률 100% 114.5% 매립 석탄회까지 재활용으로 100% 초과

1)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사업



가치창조경영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노력 ● 22

혁신과 창조의 경영 효율성 추구 ● 24

한국서부발전은 지속가능한 가치창조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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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노력 

한국서부발전은 2012년 국내 발전설비의 10%(8,409MW), 발전량의 11%(56,091GWh)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는 2001년 6,846MW에서 2012년 

8,409MW로 22.8% 증가하였으며, 발전량은 2001년 25,965GWh에서 2012년 56,091GWh로 116.0%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국내 최초로 태안화력 1호기를 대상으로 화력발전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및 실증시험에 성공하여 표준화력 100% 국산화를 완성하였습 

니다. 또한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방정비 계획에 따른 최상의 설비상태를 유지하고, 전력계통에 의한 파급사고 시에는 발전기가 안정적으로 

정지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완비한 고장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발전운영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국 EPRI(전력연구원) 전문가를 활용한 설비진단 및 기술교류로 설비의 성능 향상 

및 신뢰도를 확보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예방보전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발전설비의 최적상태를 유지하여 값싸고 품질 좋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비운영 시스템

전력은 현대산업 및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저장이나 재생이 불가능하고 국민소득 및 경제성장에 따라 소비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과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형 국가기반산업인 전력에 대한 에너지 안보를 유지하고, 2011년 9.15 순환정전 이후 지속

되는 전력수급 위기 대응을 위하여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 증진, 공급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최적의 경영자원 배분 및 활용, 6시그마 경영혁신 기법을   

활용한 발전운영 시스템 개선, 연소기술 개발을 통하여 발전설비 열효율 

41.66%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발전사 평균 40.48%(2012년)대비 

1.18%p 높은 수준입니다.

설비운영 성과 ◎ 고장정지율 및 열효율
(단위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고장정지율 1.602 0.598 0.333

열효율 41.71 41.46 41.66

◎ 설비 이용률
(단위 : %)

구분 태안화력 평택화력 평택복합 서인천복합 군산복합 신재생 총계

2010년 93.0 25.7 35.5 75.4 71.4 17.5 64.6 

2011년 96.3 21.3 35.0 76.0 79.7 17.2 74.5 

2012년 93.2 29.3 36.3 79.7 88.8 16.1 76.0 

구  분 준공(예정)일 사용연료 설비용량(MW) 비  고

평택복합 2단계 2014.	10 LNG 946.5 최단기	건설

동두천 복합발전소 2014.	12 LNG 1,880 SPC설립

태안 IGCC 2015.	11 유연탄 380 국내	최초건설

태안화력 9호기 2016.	 6 유연탄 1,050 -

태안화력 10호기 2016.	12 유연탄 1,050 -

평택복합 3단계 2017.	11 LNG 900 -

동부하슬라 석탄화력발전소 2019.	12 유연탄 2,000 민간사	공동개발

가로림조력발전소 2020.	 5 조력 520 -

합  계 8,726.5

◎ 건설(예정)중인 설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기준

한국서부발전은 전력 피크기간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유연탄 목표재고

일수를 상향 관리하고, 발전용 연료의 장·단기 구매계약 비율 조절 및 

공급선 다변화 정책을 실행하는 등 발전용 연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수급안정 지원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용 연료 수급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발전5사간 

물량교환 지원을 통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외로는 중국 및 

일본 전력사와 수급비상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급안정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료 수급안정성 제고

연료연소 통합분석시스템에서는 유연탄의 도입에서부터 연소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탄취급설비를 포함한 모든 발전설비의 실시간 

운전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설비운전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석탄구매 및 연소시점에 발열량이 서로 다른 탄종별 최적 혼합사용 비율을 도출하여 

관련부서에 사전 공시함으로써 경제적 연소 및 발전설비의 안정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적 혼탄 정보 제공으로 발전설비 안정운전 지원

◎ 수급안정 지원체제 

구  분 2011년 2012년 비고

적정재고
유 지

피크기간 3개월 3.5개월 15일 연장

목표재고일수 18일 19일 1일 상향

수급비상
조기대응

국 내 국내 발전5사간 물량지원 공조 유지

국 외 국제 수급비상 협조 확대

연료 계약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에 따른 장·단기 비율 조정 탄력적 운용

공급원 다변화 호주, 인니, 러시아, 미국 등 확대

발전설비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공급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하계전력수급 

해소를 위해 평택복합 2단계 건설 공사를 긴급으로 추진하여, 2013년 7월 7일 세계최단기(11개월) 가스터빈 단독준공을 이루어냈습니다. 향후 단계적 

준공을 통하여 2020년까지 총 8,726.5MW의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발전설비 건설

한국서부발전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발전설비 건설과 더불어 발전용 연료의 안정적 수급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연료 수급

◎ 발전설비 및 발전량 변화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발전설비
(증가율,%)

6,846 7,346 7,346 7,280 7,280 7,880 8,884 8,885 8,885 9,604 8,404 8,409

(7.3) (0.0) (-0.9) (0.0) (8.2) (12.7) (0.0) (0.0) (8.1) (-12.5) (0.1)

발전량
(증가율,%)

25,965 37,457 38,430 37,783 37,729 38,447 48,728 46,955 45,728 53,033 54,815 56,091

(44.3) (2.6) (-1.7) (-0.1) (1.9) (26.7) (-3.6) (-2.6) (16.0) (3.4) (2.3)

경제성장률(%) 3.8 7.0 3.1 4.7 4.2 5.0 5.0 2.8 0.8 6.1 3.6 2.0

※ 2011. 1. 1 일부 양수설비(1,200MW)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관하여 2011년 설비용량이 8,404MW로 감소함

(단위 : 발전설비(MW), 발전량(GWh))

특히 고장발생시 장기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보일러 설비의 체계적 보강, 세계최초 보일러 튜브 누설위치 추적기술 개발로 보일러 연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12년에는 국내 발전사 중 유일하게 보일러 튜브 무고장을 달성함으로써 고장정지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였

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설비 이용률도 매년 개선되어 전체 발전소의 설비이용률은 2010년 대비 약 64.6%에서 2012년 76.0%로 11.4%p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연료 구매경제성 제고

발전용 연료는 해외의존도가 높아 외부 조달환경 변화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변동위험도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분산구매를 통해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고 있으며, 

발전사 최초로 맞춤형 금융시장 위험관리 기법을 도입하여 위험요인별로 관리방안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예측 및 위험관리에 특화된 연료분야 통합분석시스템을 운용하여 시장분석능력을 제고

하는 등 연료구매 위험관리 방안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전용 연료 열량 단가는

2011년 51.7원/kWh에서 2012년 49.73원/kWh으로 3% 이상 낮출 수 있었습니다. 

◎ 유연탄 발전원가

(단위 : 원/kWh)

49.73
51.7

2012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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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업 현황 (2013년 6월 기준)

혁신과 창조의 경영 효율성 추구Ⅰ- 해외사업 

한국서부발전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해외 신규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인도의 발전 운영사업과 함께 미국 네바다 

태양광 전력산업까지 진출하여 세계 각국에 그 역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용연료인 유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아시아 Major IPP(Independent Power Plant)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사업개발 

전략과 우수한 설비운영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신규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라는 환경제약을 극복하고 사업분야 확장을 통한 다양한 수익창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 신규 사업 개발

러시아 연해주 석탄터미널

러시아 열병합 발전사업 (50MW)

미얀마 양곤 가스복합 (500MW)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 (410MW)

인니 칼팀2 석탄화력 (200MW)

나이지리아 액빈 O&M (1,320MW)

인도 마하라쉬트라 2단계 (388MW)

인니 바이오매스 연료개발사업

호주 물라벤 광산 (62만톤/년)

사업운영중

사업확정

사업개발중

자원개발사업

라오스 남릭1 O&M (65MW)

인니 ABN 광산 (100만톤/년)

호주 물라벤 광산(62만톤/년)

유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물라벤 광산 지분의 5%를 한국전력공사 및 5개 발전    

공기업과 공동으로 인수하여 연간 62만톤의 유연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연해주 석탄 터미널과 인도네시아 광산 개발 참여 등 다양한 자원개발 활동을 

통해 안정적 연료 수급 및 신규 투자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 태양광 (150MW)

◎ 단계별 해외사업 추진 현황

단계 사업운영 중 사업확정 사업개발 중 계

건수 2 5 10 17 

인도 마하라쉬트라 가스복합 (388MW)

사우디 라빅중유 O&M (1,204MW)

베트남 PVN 롱푸1 석탄화력 (1,200MW)

남아공 석탄발전소 운영 (420MW)

인도 마하라쉬트라 가스복합발전(388MW)

미얀마 양곤 가스복합발전(500MW)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시장에 진출하여 건설중인 마하라쉬트라 가스복합 발전소는,   

인도 최대 전력부족 지역인 마하라쉬트라의 전력 공급난을 해소해 줄 전망이며, 2014

년 2월 준공 이후 연간 1,200억원의 매출액과 220억원의 배당수익이 기대되고 있습   

니다. 또한 발전소 운영을 통한 150억원의 추가 매출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미얀마의 민자발전 사업자로서는 세계 최초로 수주한 미얀마 양곤 가스복합 사업은 

CEO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미얀마 정부의 지분참여를 이끌어 정치 및 금융조달 리스크

를 낮춘 대표적 사례로, 생산전력 85% 이상을 최소구매전력보증(Take or Pay) 조건

으로 판매함으로써 2015년 준공 이후 연 1,740억원의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마하라쉬트라 가스복합 공사현장

미얀마 양곤가스복합 MOA 체결

미국 네바다 태양광발전(150MW)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410MW)

PF(Project Financing)기법과 미국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자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자본투자 3천만달러를 절감한 미국 네바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2015년 이후 

연간 204억원의 지분매출액이 예상되며, 향후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라오스 정부와 사업권 양허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라오스전력청, 태국전력

청과 전력구매 계약을 체결한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은 태국 금융기관을 통한 

PF(Project Financing)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준공이후 연간 약 450억원의 전력 

및 발전소 운영 수익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 사막 태양광사업 부지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권 계약 체결 

인니 깔리만탄 해상터미널 (80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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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업 현황 (2013년 6월 기준)

혁신과 창조의 경영 효율성 추구Ⅱ- 국내사업

국내 사업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국내시장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총 17개 사업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안 IGCC 발전소 착공(2011년 11월)을 시작으로 동두천 복합, 평택 복합 2단계, 태안 9, 10호기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동시에 시행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용량 고효율 발전설비들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기준으로 건설 

공정률은 계획 대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 개발

◎ 단계별 국내사업 추진 현황

단계 사업운영 중 사업확정 사업개발 중 계

건수 3 11 3 17 

평택복합 2단계 건설사업

태안화력 9, 10호기 건설사업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집단에너지사업

946.5MW급 가스복합 설비로서, 2013년 7월 7일 가스터빈을 조기 준공하여 2013년 

하계 및 동계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2014년 10월 종합 준공이 완료

되면, 높은 가동률과 빠른 전력 공급 대응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500MW급 태안 유연탄 화력설비인 1~8호기의 2배에 달하는 단위용량 1,050 

MW급 대용량 고효율 발전설비 2기 건설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화력의 배열을 활용하여 열공급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에 부응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2017년 준공이 완료되면 평택

국제화지구의 입주세대에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동두천복합 건설사업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설비용량 1,880MW급의 최신 고효율 건설 

사업으로서, 리스크 헷지 및 PF(Project Financing)을 통한 재원조달로 회사 재무부담 

경감 및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두천 복합발전 조감도

평택복합 2단계 건설 조감도

태안 9, 10호기 발전설비 조감도

평택국제화계획지구 조감도

사업운영중

사업확정

사업개발중

청라·김포 집단에너지 (1,232Gcal/h)

영암 태양광 (13.3MW)

대구시 태양광 (7.7 MW)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집단에너지 (445Gcal/h)

평택 복합 2단계 (946.5MW), 3단계 (900MW)

태안 한국형 IGCC 실증플랜트 건설 (380MW)

태안 화력 제3부두 신설 (20만톤)

동부하슬라 석탄화력 발전소 (2,000MW)

태안 화력 9, 10호기 (2,100MW)

화순 풍력 (20MW)

서남해 해상풍력 (62.5MW)

장흥 풍력 (20MW)

경기도 안산시 태양광 (2.5MW)

동두천 복합 (1,880MW)

포승바이오매스 (60MW)

가로림 조력 발전소 (52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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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 핵심지표·목표 설정

6시그마 프로세스 개선활동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을 통해 중장기 경영목표 및 실행전략을 설정하고 

해당 연도 경영목표인 전략과제, 핵심측정지표(KPI)에 구체적으로 반영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사적 수익기반 조성 관점에서 혁신활동

을 수행하여 기대재무성과 3,51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경영층 및 관리자가 중심이 되는 Top-down방식의 6시

그마 경영활동을 2003년부터 도입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혁신경영대상’ 수상, ‘공공기관 혁신 최고 6단계 인증’ 등 대

외적으로 혁신선도 기업임을 인정받았으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785건의 프로젝트 추진으로 1조 458억원의 기대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6시그마 벨트인증(MBB, BB, GB) 제도를 인사제도와 연계하여 내부

전문가를 확보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

적 기조를 유지하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혁신활동 추진체계

4대 방향 
(기술경영, 확장경영, 선진경영, 상생경영)

12개 전략
(국내최고 설비운영효율 확보 등)

종합성과보상
(포상, 인사연계)

단위그룹/개인 추진
(TDR, BB, 개선, 제안)

KOWEPO
VISION 2020

12개 전략과제 및 KPI
[하부전개:전사→처(실)→팀(부)]

혁신과제 실행
(KPI 성과향상)

성과보상

◎ 6시그마 추진과제 및 기대 재무성과

1,849
2,189

3,518
79

154
189

기대성과(억원) 혁신과제(건수)

2010 2011 2012

혁신과 창조의 경영 효율성 추구Ⅲ- 경영혁신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 경영목표 달성과 기업가치 증대를 실현하고자 전사적으로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EO부터 챔피언(처·실장), 

팀장,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이 책임과제를 수행하는 구조로 6시그마 혁신활동과 품질분임조, 제안활동을 문제해결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종합성과보상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혁신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성장 구현을 위해 중소협력기업과 함께하는 

혁신활동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산업혁신운동 3.0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혁신 활동 추진체계

경영혁신 활동 전개

◎ 혁신활동분야 핵심인력 배출현황

국가품질명장
(국내 6위, 

공공기관 1위)

제안분야 
(국내 2위, 공공기관 1위)

6시그마 벨트인력

FEA

한국제안명인 제안왕 MBB BB GB

27명 5명 7명 6명 51명 398명 6명

(MBB : Master Black Belt, BB : Black Belt, GB : Green Belt, FEA : Finance Effect Analyst) 

◎ 6시그마 경영혁신활동 추진현황

벤치마킹           외부전문가활용          내부전문가에 의한 자체추진

6시그마 도입 벨트제도, 품질명장, 

FEA, PTS

[인사연계 성과보상제도]

MBB(BB), 국가품질명장,

한국제안명인(왕)

2003년

발전부문적용

Pre Wave

2004년~2005년

전사확대

1st~2nd Wave

2006년~2007년

확산

3rd~6th Wave

2008년~현재

정착

7th~현재11th Wave

품질분임조 개선활동

품질분임조 활동은 현장개선 위주의 전원 참여형 Bottom-Up방식의 소그룹 활동으로 6시그마 혁신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대한민국 품질경영대상’을 수상한 이래로 현재까지 발전회사 중 최다의 ‘전국품질경연대회 대통령상(64개)’ 수상과 공공기관 최다인 ‘국가품질명장

(27명)’을 배출함으로써 대한민국 품질경영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Click & Suggest Now’ 제안활동

한국서부발전은 모든 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편리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편리한 웹(Web)기반의 ‘Click & Suggest Now’ 제안관리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마인드 확산으로 2012년에만 13,821건의 제안활동을 등록하는 등 창사 이후(2001년~2012년) 총 90,654건의 제안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한국제안명인(왕)’ 을 배출하였으며, 벤치마킹 대상 기업으로서 타 기업에 제도와 기법을 전수하는 등 

제안활동 선두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혁신활동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은 종합성과보상규정에 따라 통합 

및 일원화하여 재무성과분석전문가(FEA)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를 하고 있으며, 추진성과의 최대 1%(2억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혁신활동 전개 순서

①  그랜드챔피언 보고회
   ( 목표설정, 과제발굴·

선정)

② 혁신활동 실행
   ( 혁신아카데미, 과제   

지도·수행, 중간보고)

③ 혁신페스티벌
   ( Best Practice 경진대회, 

평가·포상)

협력기업과의 혁신활동 나눔 업무협약

혁신활동 평가 대회 ‘혁신 Festival 2012’ 개최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 혁신활동 지원

혁신활동 평가 및 성과보상

중소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활동 추진전략으로 국가품질명장을 활용한 ‘테크노-멘토’ 사업, MBB를 활용한 ‘6시그마 혁신활동’ 지원과 

아울러 ‘협력기업 마일리지 보상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 정책을 실현하고자 혁신활동에 대한 빅데이터 공개를 확대하고 

있으며, 산업혁신운동 3.0 실행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행력을 도모하고자 ‘혁신활동 나눔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고 ‘서부발전 혁신활동 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제도와 운영의 전반적인 기반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을 위한 산업혁신운동 3.0 전개 

※ 2012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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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 Young & Dynamic KOWEPO 기업문화 추진체계 

R&D 활성화를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동반성장을 통한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문화확산 선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 동반성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과 동시에 문화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에서 추진중인 성과공유제를 조기

에 정착,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 확대, 공공구매 제도개선을 통한 중

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협력기업의 수출지원 체계 구축 및 해외사업과 연계한 실질적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건강한 기업생태

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열정’과 ‘젊음’을 바탕으로 명석함(Smart : 명석한 일처리), 도드라짐

(Stand-Out : 자부심과 독창성), 함께함(Synergy : 고객과의 상생과 

소통)’의 3대 추진방향(3S)으로 정의할 수 있는 ‘Young & Dynamic 

KOWEPO’ 기업문화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30대 실행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R&D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작업 위주의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연구결과물의 조기사업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R&D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여 

현장기술개발 투자비율을 상향 조정(34%→40%) 하는 등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R&D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타 발전회사에 전파하고 전력산업계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으며, 국내최초 전력설비 제어시스템을 국산화하여 지금까지 

해외에 의존하던 전기제어설비를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에 성공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조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기업 문화를 구축하여 경영효율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R&D 활성화를    

중심으로 국가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력기업과의 동반성장 확대를 통해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창조적 문화 조성 및 실행 노력들은 서부발전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활성화 새로운 기업문화 활동 전개

혁신과 창조의 경영 효율성 추구Ⅳ- 창조경영

◎ 주요 연구개발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추진내용 추진성과

국내최초 전력설비제어시스템(ECMS) 국산화 보호계전기 개발(아날로그→디지털) 등 자재비 15억원 절감

500MW급 화력발전통합감시제어시스템 개발 보일러, 터빈발전기 제어시스템 국산화 수입대체효과 350억원

과열증기를 활용한 석탄건조기술 확보 석탄건조기내에 과열증기(600℃이상) 분사 수분량 53% 감소, 소비동력 절감

석탄화력발전소 혼소용 바이오콜 생산기술 개발 기존 보일러설비 개조없이 혼소 추진 바이오콜 제조공정 특허 취득

한국서부발전은 2012년 한 해에만 기존 사원의 10%가 넘는 17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등 조직과 인력이 빠르게 

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직원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업문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활기와 생동감

이 넘치는 ‘젊고 역동적인 서부발전(Young & Dynamic KOWEPO)’ 기업문화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Young & Dynamic 기업문화 추진 전략

추진방향

추진전략

젊고 역동적인 서부발전

Young & Dynamic 3S Project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3대(3S)방향 30대 추진과제 실행 -

Smart 명석함 Stand-out 도드라짐 Synergy 함께함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명석함(Smart)

교대근무자를 위한 현장교육(OJT) 강화로 자기계발 이행률을 약 17%이상 향상시켰으며, 「‘서부人, 지식in’ 사내 지식교류(Q&A)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상에서 1:1 질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부 길라잡이 매뉴얼 이벤트’를 통하여 팀 내 업무 프로세스 180건을 사내 지식관리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10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개인과 조직 역량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도드라짐(Stand-Out)

한국서부발전은 2012년에 신입사원이 직접 기획한 ‘자기주도형 입사식’

을 선보여 대내외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젊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렴 Fun Festival’,    

‘서부의 찰나’ 사진전과 광고전, 해외문화 탐험대인 ‘KOWEPO Global    

탐험대’ 선발 등 10개 프로그램 시행으로 직원들의 자부심과 애사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함께함(Synergy)

팀 간 미팅인 ‘스토리텔링 런치 간담회’와 소통 공간 ‘서부 휴(休)카페’ 및 

온라인 익명 토론방 ‘아이러브리플’ 개설, 그리고 미혼직원을 위한 ‘싱글

(Single)벙글 프로젝트’ 등 10개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와 소통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2012년 기업문화 활성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부소통지수가 전년 대비 10%이상 상승하였으

며, 2013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한 ‘공공기관의 경영 우수사례 공모’에 ‘리더십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사례집에 

수록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Young & Dynamic KOWEPO 기업문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2013년에도 기업

문화 확산 및 내재화 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문화확산 선도행사 개최                                성과공유 확산 선언

공공기관 경영 우수사례집

자기주도형 신입사원 입사식

서부 휴(休)카페 ‘생각의 숲’



임직원 존중의 문화
임직원 존중 ● 34

조화로운 노사관계 ● 36
임직원 안전 및 보건 강화 ● 37

한국서부발전은 임직원 존중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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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존중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원들이 회사에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단계별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의해 매년 세전 순이익의 2%에 해당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 및 운영하여 경조금, 출산장려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재난구호금, 명절기념품, 단체보험, 선택적 복지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구축현황 

한국서부발전은 저출산·고령화 위기극복이라는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을 구현하기 

위해 결혼·임신·출산·육아까지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구현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초년사원의 직장생활 조기정착, 중년사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장년사원을 위한 자녀교육 및 건강증진 지원, 퇴직

예정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직원의 애사심 증대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복지제도 구축 

근로자 지원 출산양육지원 휴양시설 가족친화

•주택자금 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소 사택지원
•건강검진, 보장보험

•출산장려 지원
•예비맘 출산용품
•자녀 학자금
•직장 보육시설 운영

•하계체련장
•한전 생활연수원
•제주 생활연수원
•콘도이용 할인

•경축·조의금 지급
•선택적 복지제도
•장례지원서비스
•EAP주) 제도 운영

주) EAP : Employee Assistance Program(직원들의 직무수행 및 각종 개인생활 지원을 위한 전문 상담 서비스) 

생애주기 추진방향 운영내용

초년사원
(5년차 이하)

회사적응 지원 사택지원 등 조기적응 One-Stop 복지지원 

생활안정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주택임차 자금 대부

중년사원
(5년차 이상)

생활기반 구축 주택 구입자금 대부, 은행·회사 연계 대부지원

자녀양육 지원 출산축하금, 직장보육시설 운영

가족친화 복지
경조금, 장례지원서비스 등 가정사 지원
KOWEPO 행복찾기 등 가족참여 프로그램 확대운영

장년사원
(20년차 이상)

자녀교육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재경학사관 운영

건강증진 지원 뇌심혈관계 건강검진, 혈액정밀검진 등 의료지원

한국서부발전은 미혼직원의 결혼 장려 프로그램(‘싱글(Single)벙글 프로젝트’)을 적극 추진하여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가 지방(

태안, 평택, 군산, 서인천)에 있는 관계로 이성과의 만남기회가 부족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체미팅을 주선하고 있으며, 사내커플의 결혼을 적극 지원

하는 제도를 구축하여 본사이전 및 사업소 인사이동에 따른 가족이주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정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시간근로제 이외에, 유연근무제 

여건 분석 및 시범 운영을 통하여 2012년에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을 추가로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사규화, 

근무유형 추가(재량근무형, 원격근무형) 등 제도화를 통해서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39명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였으며, 2013년에도 ‘유연근무제 체험단’, ‘스마트워크 체험단’ 및 ‘유연근무제 

체험일지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혼직원의 결혼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유연근무제 활성화 

구  분 내용

결혼 축하금 및 휴가 남녀직원 각각 축하금 지급, 축하휴가 7일 부여

사내커플 결혼지원
결혼준비 지원(드레스, 촬영, 메이크업 등)
웨딩카 렌트비용 지원
경영진 주례 초빙

단체미팅 프로그램 미혼직원 만남의 기회제공

구  분 지원내역 복지 세부사항

임신

난임부부 시술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임산부용 사무용품 임산부용 의자 및 전자파 차단 앞치마 제공

태아 검진휴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월 1회 휴가 부여

출산

예비맘 출산용품 출산예정 여직원 대상 출산용품 지원

출산장려금 첫째 : 50만원, 둘째 : 100만원, 셋째 : 300만원, 넷째 : 1,000만원

출산휴가 보장 산전후 90일 보장

육아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 1년 보장

인사·교육우대 제도
출산육아자 인사이동 시 우선고려
육아휴직기간 근속년수 인정으로 승진 시 혜택
육아 관련 교육 수강 시 사내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 

직장어린이집 및
수유실 운영

직장어린이집 : 태안 및 평택 
수유실 : 여직원 휴게실 내 수유 공간마련

퇴직 준비 프로그램 ‘아웃플레이스먼트’는 자기진단 및 분석을 통해 최적의 진로 탐색 및 생애 재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환경 분석, 

최적의 일자리 추천, 귀농체험 등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는 95%로 나타났습니다.

퇴직 준비 프로그램 운영

구  분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이하 총합계

2012년 2 5 0 0 7

2011년 3 1 0 0 4

2010년 0 3 3 2 8

(단위 : 명)

임직원 복리후생

◎ 주요 복지 프로그램 

◎ 출산·양육 지원 복지제도

◎ 생애주기별 복리후생 지원제도 

◎ 퇴직 준비 프로그램 이용현황

◎ 결혼지원 복지제도

유연근무제 활성화 홍보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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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안전 및 보건 강화조화로운 노사관계 

근무시간은 일8시간, 주40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18세 이상 근로자의 

연장근무 및 휴일 근무 시 소속부서장 사전 합의를 통해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직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 및 육아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출산휴가(90일) 및 육아휴직(1년)을 보장함은 물론 출산장려금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모성보호 제도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독려하고 출산의 고민이 없는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제13회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전체 근로자는 2013년 6월 기준 2,024명이며,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은 2명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유니온숍 제도에서 오픈숍 제도로 변경하여 

노동조합 가입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복수노조 제도의 시행에 따라 2011년 7월 1일 설립된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과 2001년 7월 24일 

설립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복수노조 조합원수는 총 1,255명, 노조 가입률은 62%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여 연간 총 8,200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함(단체협약 제1조)과 동시에 공정대표의무를 부여(제119조)

하여 복수노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사의 휴·폐업, 분할, 양도, 이전,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고용안정 저하 및 신분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5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성실

히 협의함으로써 지난 3년간 단 한 건의 노동쟁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여 집단고충과 개인고충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의회는 전국 4개 사업장에 구성되어 현장단위의 집단고충을 해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사적 차원의 문제는 노사협의회(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를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인권침해, 차별시정, 근무고충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4개 사업장에 노사 각 1인의 고충처리위원

을 선임하여 근로자의 고충을 접수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제도 운영

제13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2003년 공공 발전부문 국내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분야 국제 및 국내인증인 OSHAS18001와 KOSHA18001을 취득하였으며, 

2009년에는 공간안전인증 사후관리 및 신규인증 취득 등 선진 시스템을 전 사업소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핵심 사업장인 태안발전본부와 

서인천발전본부에 종합방재센터를 구축하여 소방방재설비 운영을 최적화하고,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가 없습니다.

Top-안전 글로벌경영시스템 운영

안전과 건강의 보장은 근로자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모든 작업이 안전과 보건의 기초 위에서 수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활동 점검과 안전작업수칙 지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확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인권보호

임직원 안전 보장노동조합 및 노사협의체

안전의식 향상 및 무재해 추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직원이 법적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나아가 안전 분야 전문위탁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의식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 및 정비작업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한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특히 2012년부터는 사고위험이 

큰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자의 현장점검을 받아야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위험작업 안전필수 확인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전 사업장에 안전체험장이 완공된 이후 전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시행하고, 수료확인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한 

직원들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소 상주 협력업체 직원 및 도급업체 근로자(공사금액 4천만원이상 공사에 20일 

이상 참여 기준) 의 30% 이상은 보건안전 교육을 의무 수료하도록 사내 규정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30%를 초과달성하여 696명

의 도급업체 직원들이 보건안전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발전소 대형 보일러 내부작업을 더욱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와이어로프형 

비계를 개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태안발전본부는 무재해 18배수, 군산발전처는 무재해 11배수를 달성하는 등 전 

사업소가 무재해 지속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한국서부발전 전 사업소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0 0 0

동종업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0.16 0.16 0.18

※ 산업재해율 = 재해자 수 / 근로자 수 X 100   ※ 자료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단위 : %)

태안종합방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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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2012. 2
안전관리 조직 재정립 및 운영강화 
- Control Tower 기능의 재난안전관리실 신설 및 위상 격상

2012. 5 유류 오염사고대비 종합관리대책 수립으로 사전예방 및 사고대비 역량 강화

2012. 6

재난안전·소방방재 통합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시스템 및 종합방재센터 구축

안전관리 내재화를 위한 내부평가 성과지표 배점 강화

발전설비 3M 활동으로 안전기초환경 개선 
- 3M : Visual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Lighting Management

2012. 7~8
노사합동 무사고·무고장 활동 시행 
- 경영진·노조 간부 합동 안전홍보캠페인, 안전점검 시행

2012. 8

보일러 비계 조립·해체 작업 표준화 후 안전작업지침 및 설치 매뉴얼 제정

발전사 최초 기술감독의 “일일 안전전담감독제” 시행으로 발전소 건설현장 상시 안전체계 확립

전 사업소 지진가속도계 설치 및 지진감지 시스템 구축 후 소방방재청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협력업체 안전관리시스템 진단 강화로 협력업체 안전의식 제고

발전소 소재지별 재해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소별 재해 대응전략 최적화

2012. 10

도급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부서 필수확인제도 시행으로 안전 위해요소 사전제거

밀폐공간작업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개발로 안전점검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보일러 노내 비계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신개념 와이어로프형 비계 개발 및 실증시험 시행

연중 안전관리 Cycle제 시행으로 안전활동 연계성 제고 및 사고 위험성 원천차단

직원 및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그 밖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해 전력그룹사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대 발전사고나 전력수급 불안, 천재지변 등 재해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자체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풍수해 및 지진(지진해일) 대비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수요급증, 인적재난, 전력계통 고장, 파업, 사이버테러 등 5개 분야 대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구축하여 유형별 위기대응체제를 정립하였고, 각 사업장 별 특성에 맞는 가상 대형사고 시나리오를 보유하여 지속적인 모의훈련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해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비상대응 체제 확립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근로시간(시간) 4,583,888 5,028,688 5,075,916

재해발생건수(건) 0 0 0

휴업도수율(%) 0 0 0

※ 휴업도수율 = 기업의 연100만 근로시간 동안 발생한 재해건수(안전수준 측정지표)

◎ 최근 3년간 휴업도수율

◎ 2012년도 안전관리 추진실적

KOWEPO 행복 찾기

건강한 삶 보장 프로그램 건강증진 지원활동

◎ 건강증진 프로그램

●  우수 건강검진 기관과의 협약 체결

- 한전병원 등 5개 검진센타

●  전직원 혈액정밀검진 지원

- 건강검진 시 2년 1회 지원

●  단체보장성 보험 지원

- 사망, 암진단 및 입원의료비 등 보장

- 보장 범위에 배우자 포함

●  특수건강검진 시행

- 교대근무자 및 환경·화학 부서 등 특수부서 근무자

●  전 사업장 응급 구조체계 구축 

● 건강보험 비적용 분야 의료 할인 협약

- 안과, 치과, 피부과 및 한방 등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노사합동 WHP(Workplace Health Promotion) 활동 추진

-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발굴 및 시행

● 비만 클리닉 및 금연 클리닉 시행

-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시행

●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시행

- 주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질병 조사 및 예방

- 스트레칭 체조 방송을 통한 예방

● 사업장 및 사택에서 상시 진료 지원

- 감기, 소화기 질환 등 내과

● 교대근무자 직무 스트레스 조사 시행

- 건강 장애 요인 예방 및 개선 조치

● 임직원 생활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시행

- KOWEPO 행복찾기 : 직장고민, 자녀 문제 상담 등

한국서부발전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및 가족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내 우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국가의 건강보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의료비 할인 혜택을 임직원과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단체보장성보험을 근로자 본인과 배우

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 가족의 건강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 특수근무자의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통한 개선 조치, 임직원 생활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직장과 가정에서의 건강관리를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임직원 보건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안전보건과 재해보상에 대해 회사의 의무사항,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권리사항, 노동조합과의 협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매 분기 노사 각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6개 사업장에서 개최

하고, 각 사업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전사적인 문제는 매 반기마다 전사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산재예방계획,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계획, 작업환경측정계획, 건강관리계획 등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여기

서 의결된 사항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건강 증진을 위해 대형사업소인 태안, 평택, 서인천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소에는 보건관리대행 위탁을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을 위해 사업소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안전감독 상주센터

금연사업장 선포식



사회적 책임 이행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 42

 상생협력 ● 46
공정거래 ● 48
윤리경영 ● 49

한국서부발전은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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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발전소의 특성상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 지역지원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4년 8월에 “행복 에너지 정다운 이웃” 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하며 8개 센터 76개 팀으

로 구성된 한국서부발전 사회봉사단이 발족,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공헌 프로그램들을 개발, 시행하여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사회복지와 재난구호 활동 중심의 ‘인간사랑’, 환경보호 활동 중심의 ‘자연사랑’, 문화예술과 학술교류 활동 중심의 ‘문화사랑’의 3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결연 및 협력 현황

 ◎봉사활동 참여 현황

파트너 기관 협 력 내 용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서부발전 대학생 사회봉사단 “희망발전소” 운영 : 대학생 50~60명/년

사회복지협의회 저소득층 아동 대상 월 1만원씩 자립 지원금 적립 후원 : 만 18세 미만 400여명 

청소년 교육전략21 지역아동센터 “Weepy School” 운영 :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태안 등 5개 센터, 저소득층 아동 대상) 

IT복지 진흥원 업무용 불용 컴퓨터 해외 기부 

대한적십자사 헌혈 운동 협력, 국내외 자원봉사 및 성금 후원, 발전소 주변 취약계층 1,004세대 후원 공동추진

까리따스사회복지관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무료배식 봉사 및 후원(월 2회)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 봉사활동 및 후원

신아원 및 중앙요양원 승진자 봉사활동,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 일상생활보조 

아이원(중증장애인시설) 노력봉사 및 생필품 후원

태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우 생필품 등 후원

어린이샘터(자매결연아동그룹홈) 소외계층 멘토링 및 학습지원 등 활동후원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사회공헌 3대 분야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

구  분 연도
인간사랑 자연사랑 문화사랑

합 계
사회복지 재난구호 환경보전 문화예술 학술교육 체육진흥

활동횟수

누계(건)

2012 382 12 91 20 0 0 505

2011 541 6 94 9 1 3 654

2010 477 38 56 17 0 4 592

활동인원

누계(명)

2012 2,744 128 2,270 375 0 0 5,517

2011 3,962 26 1,734 43 0 33 5,798

2010 3,719 475 1,362 101 0 5 5,662

봉사시간

누계(시간)

2012 17,224 815 7,455 1265 0 0 26,759

2011 17,254 220 4,635 180 0 177 22,466

2010 19,402 3,163 3,479 206 0 0 26,250

※ 2012년도 1인당 봉사활동 실적 : 20.63시간(2012년말 교대근무자 제외한 현원 1297명 기준)

구  분 활동 제목 주요 활동 내용

인간
사랑

아동자립 및 교육 후원

서부 꿈나무 디딤씨앗 통장 후원(발전소 주변지역 아동 480명/연, 2011~2013년)

지역아동센터 “위피스쿨” 운영(2011~2013년, 초4~6학년)

탈북 청소년 학교(여명학교) 후원

지역학교(원이중) 일류화 프로그램 운영(2011~2012년 2년 연속 충남 최우수중 선정)

노인의 날 및 각종 행사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각종 행사 지원

사랑의 헌혈릴레이 백혈병소아암 환아 돕기 헌혈증 및 후원금 기부

사랑의 집 고치기 저소득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전기사랑 봉사단, 대학생 사회봉사단)

온화한 세상만들기 적십자사 연계 발전소주변지역 불우이웃 후원

다문화가족 일일 문화체험 다문화가족에게 문화체험 기회제공

자연
사랑

1사업소 1하천(산) 봉사활동 모내기, 농산물 수확, 마을 환경정화 등 일손돕기

환경개선 및 환경갬페인 해비타트와 함께하는 대학생 에너지 환경개선 활동

“세계물의 날” 환경정화행사 사업소 및 협력업체 합동 클린행사

대모산 자연보호활동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대모산 환경정화활동

수해지역 긴급 구호 및 환경정화 행사 비닐하우스 철거 전기설비 교체 식수 지원 등

“에너지의 날” 행사 및 여성 환경연대 행사 참여 및 후원

문화
사랑

육영사업 장학금 및 교육 기자재 후원

전기사랑마라톤 후원 체육활동 후원

문화공연 후원 및 객석기부제 문화활동 후원 및 CEO와 함께하는 에너지나눔 자선콘서트 등 개최

 ◎ 3대 분야 주요 사회공헌 활동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산행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맞춤형 봉사를 통한 상생 도모

사업소별 사회봉사단이 주축이 되어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주축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43개 농촌마을과 각 사회복지기관과의 결연을 통해 발전사업과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을 시행,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의 취약한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노후화된 전기설비 개선 및 고효율 조명 교체 등 전기사랑 봉사활동은 창단 이

후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2012년 총 50회 시행), 2011년 대학생 사회봉사단 창단 이후 2012년에도 총 55명을 선발하여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등 

발전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및 에너지 효율적 집수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5개 지역아동센터인     

“위피스쿨” 운영(2012년, 2년차)을 통해 그린 에너지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 400명의  

자립 지원금으로 연간 4,800만원의 디딤돌 씨앗 통장을 후원(2012년, 2년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용 불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272대를 인도네

시아, 라오스, 미얀마 등 해외사업 진출국의 교육기자재로 기부하는 등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에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분야별 봉사활동 참여 실적

한국서부발전의 임직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자 연중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연간 26,759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직원 1인당 연간 봉사활동 시간은 약 21시간입니다. 

맞춤형 상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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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환경에 맞는 환경보호 활동 전개  

깨끗한 환경은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가치 있는 미래의 자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발전소 주변의 일반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1사 1하천(산) 가꾸기 운동” 및 정기적인 환경정화

를 실시하여 생태계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화 혜택 지원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메세나 활동은 기업이 사회를 위해 문화적 

혜택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2010년부터 “CEO와 함께하는 에너지 나

눔 자선콘서트”를 시행하여 지역의 소외계층과 시민에게 희망과 아름다

운 선율을 선물하는 등 ‘문화 나눔’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

습니다. 또한 태안지역에는 2012년 3회에 걸쳐 뮤지컬 “액션드로잉 히어

로” 공연을 지원하여 1,900여명이 관람하는 등 각종 지역 문화축제 및 

사생대회, 체육진흥활동 후원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적극 동참하

고 있습니다. 

구  분 1하천(산)

본사 양재천

태안 주변연안(해수욕장)

평택 남양호

서인천 공촌천

군산 경포천

 ◎ 1사업소ㆍ1하천(산) 지정 현황 

구  분 횟수 참여인원

본사 29회 430명

태안 24회 814명

평택 19회 484명

서인천 7회 184명

군산 8회 204명

 ◎ 2012년도 환경정화 활동 실적 

‘생명사랑 헌혈릴레이, 백혈병 환아에게 사랑을’이라는 타이틀로 2004년

부터 매년 전사적으로 사랑의 헌혈릴레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에는 354장의 직원 헌혈증서를 모아 소아암협회에 기증했습니다. 또한 

헌혈릴레이와 더불어 치료비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군과 병원 및 유관기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어린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랑의 헌혈 릴레이 원이중학교 장학금 지급유관기관 및 병의원 협약식 ‘세종학사’ 기숙사 개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기부된 헌혈증수(장) 192 300 354

후원금액(만원) 2,000 2,000 1,030

백혈병환아후원(명) 2
환우쉼터 
개선공사

1

 ◎백혈병 환아 후원 현황

양재천 환경정화활동

CEO와 함께하는 자선음악회

신규 발전소 설비의 건설이 추진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협의체 운영 및 

다양한 지역주민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본사 

이전 정책에 따른 태안 신사옥 및 사택건설로 인해 2012년도 발생한 이주 대상가구는 총 45가구

이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된 협의회와 협약을 통해 제3의 기관이 피해 및 권리에 대한 조

사 용역을 맡도록 하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 후에도 이주민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과 채용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입사를 지원할 경우 10%의 지역우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이런 우대정책에 의해 채용된 인원은 총 19명 입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및 제반 권리들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실히 보상 하는 등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각 발전소 별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현안 업무회의 및 건설 당시 체결한 각서 등

을 활용해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 및 지역주민 지원 

지역사회 지원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장학사업의 추진을 위해 각 발전소에서는 배정된 육영사업비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2012년 한 해 동안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1,003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4억 1천 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지급된 장학금 이외에 교육용 기자재의 구입, 사생대회 및 문화행사 등 지원을 위해 총 3억 8천만원이 사용되었고,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자녀들이 도시지역 이상의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에서는 지역학교 일류화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원어민 교사 2명을 채용하였으며 해외문화 체험, 기숙사건립, 장학금, 교육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총 22억 2천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법률에 의거하여 각 발전소의 주변지역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사항은    

연도별로 교부된 지원사업비 현황입니다. 2012년 전체 교부금 64억 4백만원 중 지역 공공시설 사업 등 지역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 금액은 총 26억 

6천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과 각종 저장창고 등의 설치에 사용된 농림수산업 시설비용으로 11억 2천

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기요금 보조 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3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 

 ◎ 2012년 사업소별 사업비 배분 금액
(단위 : 억원)

구분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계

계 46.83 4.27 10.8 2.14 64.04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지원사업비 67.7 62.9 64.04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태안군 발전전략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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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억원, %)

구  분
총구매액

(A)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총구매액
(B)

구매비율
(B/A)

물품
구매액(C)

구매액
(D)

구매비율
(D/C)

구매액
(E)

구매비율
(E/A)

2010년 2,570 1,052 40.9 612 82 13.3 50 1.9

2011년 2,809 1,244 44.3 768 127 16.6 130 4.6

2012년 3,523 1,659 47.1 1,052 210 20.0 160 4.6

협력사 상생과 공정거래 확립Ⅰ- 상생협력

한국서부발전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생협력 비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요 정책인 동반성장을 선

도하기 위해 “동반성장 전략(WP-ⓅTOPS전략)”을 수립하여 기술경쟁력 강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핵심역량 강화, 상생협력 문화조성의 4대 전략방향을 설정

하고 22개 실천과제로 구체화하여 협력기업을 초보기업, 유망기업, 해외수출, 선도기업 순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비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R&D 자금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연구과제 발굴→우수 협력사 선정→실증 지원→판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성공 모델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경영시스템(PMS)을 통한 경영진단과 컨설팅으로 협력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국내 최초로 전기설비 보호 감시제어시스템(ECMS) 

국산화 개발(한국서부발전, 네오피스, 지오네트 등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과제 수행)에 성공하는 등 국내외 판로를 확산하여 협력중소기업이 크게 성장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으로 기술경쟁력 향상      

2012년에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 및 제품판로 등을 지원하고 매출의 일정부분을 기술료로 환수받는 성과공유제로 조성된 2억 6천만원 중 16개 중소 

협력기업에 7천 2백만원을 환원하고 1억원은 20개 발전소 주변지역 사회단체에 기부한 후 나머지 8천 8백만원은 중소기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 단계 더 

나아간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제

구  분 주요 내용

연구과제 실증시험
태안 7호기 저압급수가열기 계통 수위계측전송기    
설치 등 5건

연구과제 사업화 표준화력 유압계통 밸브 국산화 추진 등 12건

수상
우수자본재 개발유공 기업부문 장관표창 수상

정부 동반성장 실적평가 ‘우수기관’ 선정

 ◎연구개발 우수사례 및 수상현황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동반성장 구현

·성과공유제 대표모임 육성

·현장 실증시험 활성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강화

·2, 3차 정비특성화 中企육성

·복합설비 특화 전문 中企육성

·2, 3차 中企보호시스템 강화

·건설분야 참여확대 강화

·정보(ICT)화사업 中企참여 확대

·건설 인건비 지급확인제 강화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이행

·동반성장 오픈플랫폼 구축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시스템 강화

·PMS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WP-강소기업 아카데미 확대

·중소협력업체와 상호 교환근무

·뿌리기업(2, 3차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판매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소기업 육성, 지원

·협력기업 해외판로 확보 지원

·신재생사업 中企와 공동사업 추진

비전

기술경쟁력 강화
Technology

공정거래질서 확립
Open&Fair Trade

핵심경영역량 강화
Power Company

상생협력 문화조성
Shared Growth

전략

과제

 ◎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전

협력사 상생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협력과제
수행

(신규분)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건)

25 20 12 57

구매조건부 및 민관
공동기술개발(건)

3 7 7 17

산학협력 연구개발(건) - 5 2 7

연구개발 자금지원(억원) 59.4 69.5 34.7 163.6

아시아(태국) 수출 로드쇼 17개 중소기업 참여 상해 한국기계전 해외전시회 15개 중소기업 파견

중소기업에 기자재 납품을 위한 생산자금을 선지급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기업의 대금지급 지연, 대금 미지급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2차 및 3차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

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상생협약 
펀드출연

민관공동기술개발과제 등 72(2010년~2015년)

파워에너지론 1차 및 2차 협력기업 자금지원 13 19 33

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 11 18

지급 확인제 - 150 260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지원 현황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출품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아시아 수출로드쇼(중국·태국, 2012년 8월), 동남

아 수출로드쇼(인니·베트남, 2012년 10월) 등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

하여 상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WETEX 전시회, MIK 한국상품전, 상하이 

한국기계전(중국, 2012년 7월) 등 해외 전시회 활동을 지원하여 협력기업

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마케팅 지원 활동의 

결과, 2012년에는 578개사의 협력기업이 57억달러의 상담실적과 약 3억 

6천만달러의 계약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협력중소기업과 사업소별 구매상담회 개최, 구매실적 내부경영평가 반영 및 SNS(페이스북)를 통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우대제도 시행 및 중소기업청 지정품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분리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기자재

를 구매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담실적(백만달러) 1,870 2,061 5,739

계약실적(백만달러) 204 256 362

지원기업(개사) 526 565 578

 ◎마케팅 지원 현황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현황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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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상생과 공정거래 확립Ⅱ- 공정거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정사회 슬로건 제정과 공정사회 5대 행동강령을 

선포하여 공정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

직원 소통채널인 I Fair와 외부 협력업체와의 소통채널시스템인 I Fair VOC를 구축하여 직원 및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애로해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추진 체계

자체 감시시스템과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협력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계약법령 및 공정거래법 등 국가법규를 준수하여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인권이나 차별근절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화하여 경영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및 모니터링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

윤리경영은 청렴업무 주관부서인 감사실에서 각 처실별 윤리경영책임자를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반부패 및 청렴에 대한 의식 

제고와 강력한 청렴 요구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 및 ‘반부패 시민감시단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협력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실행조직을 운영하며 윤리경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한국서부발전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력공급의 중책을 맡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이에 걸맞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

습니다. 2002년 기업윤리헌장인 ‘서부인의 신조’ 제정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서부인의 실천지침’과 ‘윤리경영 실천지침’을 제정하면서 윤리경

영 실천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5월 국내기업 중 다섯 번째, 전력그룹사 중 최초로 UN 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

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부터는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직무상 청렴의무와 책임 위반 시 제재사항을 

규정화하였습니다.

2007년 회사 중장기 비전 2020 수립 시 ‘존경받는 기업 국내 10위 달성’의 비전목표와 ‘사회적 책임이행’의 전략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윤리경영 이념

을 비전체계에 포함하였고, 2008년에는 비전목표 달성을 위한 윤리경영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에 뉴비전 2020 수

립 시, 비전 2020 윤리경영 전략과제 달성도를 피드백하여 윤리경영 신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사전략과 윤리경영 전략을 긴밀히 연계

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

추진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2009 ~ 2012 2013 ~ 2016 2017 ~ 2020

국내 윤리경영 모범기업

: 비리·부패발생 Zero유지

국내 윤리경영 모범기업

: 비리·부패발생 Zero 유지

국내 윤리경영 선도기업

: 전력 그룹사 윤리경영 1위

글로벌 윤리 선진기업

: 존경받는 기업 국내 10위

내·외부 실행조직 강화

윤리경영 체계적 계획 수립

간부직원 솔선수범

윤리규정 주기적 보완

사전점검 활동 강화

투명·윤리교육 강화

투명·윤리경영
인프라 고도화

투명·윤리경영
실천활동 적극 전개

선제적 비리예방
활동 강화

 ◎윤리경영 추진 로드맵 

윤리경영 추진 전략

내부
실행조직

외부
실행조직

윤리규범

환  류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청렴도, 반부패 경쟁력)

•자체평가(고위간부, 자가윤리진단)

윤리경영책임자(본사 처·실장)

기획처 : 사회공헌, 정보공개,  

관리처 : 투명회계관리

윤리경영책임자(사업소장)

감사팀 : 부패예방, 내부통제

총무·기획 : 공정계약, 윤리경영

윤리헌장
(서부인의 신조)

청렴옴부즈만

(청렴윤리 정책자문)

윤리강령
(임직원 청렴 윤리규정)

반부패시민감시단
(내부직원 비리고발)

청렴업무주관부서 
(감사실)

행동지침
(서부인의 신조 실천지침)

투명사회운동본부
(교육 및 캠페인)

•추진전략및 청렴정책 반영

•제도개선/내부평가 반영

감사직무규정
(내부고발 신고제)

사업소 청렴협의체
(윤리경영 의견개진)

 ◎윤리경영 추진 체계도

지원지원

한국서부발전은 수의계약의 검증을 강화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불공정입찰을 방지하는 활동을 통해 계약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클린입찰제’를 시행하여 수의계약 사유를 사전에 입찰 시스템에 공지하고 입찰품목의 규격을 입찰공고 전에 공개하여 잠재 입찰자의 의견을 

수렴 후 입찰을 진행하는 등 투명한 입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행위 사전예방 활동 추진

구  분 개선내용 추진실적

수의계약 
검증 강화

•수의계약 품목, 사유 공개 의무화 •사전공개 15건, 사후공개 64건

•결재권 한단계 상향 : 집행 검토 강화
•내부지침 제정 (2012. 10)

•특수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전자입찰 시스템 
고도화 활용

•수작업을 전자입찰로 전환 확대 •전자입찰 비율 0.6%p 상승
  (97.8 → 98.4%) •입찰정보 및 개찰결과 공개 강화

불공정 입찰
방지 활동

•입찰담합 손해배상금제 시행 •청렴계약 이행조건 제정(2012. 10)

•품질문서 위조 방지 프로세스 개선 •품질문서 전수조사 1,547건

•건설공사 심사내역 결과공개
  - 공종 기준금액, 공종별 투찰 금액 등

•2011년(미공개)→ 2012년(5건)

 ◎불공정 행위 사전예방 활동 

공정성 고유 브랜드 “I Fair” 개발 

2012년 공정성 고유 브랜드 “I Fair”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 Fair”는 내부 임직원

들의 공정의식을 제고하고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체계로서, 불공정거래의 사전 예방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온라인 소통 체계 “I Fair VOC”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I Fair 활동의 일환으로, 2012년 10월 공정사회 추진체계 도출 및 전략 간담회를 

실시하고 4회에 걸쳐 1,557명에게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례 교육을 실시였으며, 공정 시

스템 “I Fair”와 “I Fair VOC”를 통해 불만 및 건의사항 23건을 접수하고 그 중 5건을 조치하

는 등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I Fair 소통채널

•회사방침, 교육자료 등 홍보활동

•제안 및 사례 공유

•실천과제 Q&A 및 지침 게시

•협력업체의 불만, 건의사항

•불공정 사례 조치사항

•제도개선 사항, 발주정보 등 홍보

내부 소통채널(I Fair) 외부 소통채널(I Fair VOC)

 ◎ I Fair 운영 프로세스

내부 구성원 공정성 교육

내부 심의 및 우수사례 공유

각 부서, 기관에 전파/시행

조직내부 공정문화 확대를 위한

제안/사례 게시

공정성 관련 내부 성과 측정

및 공정문화 우수부서 포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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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고 방지에 필요한 내부직원의 의식 및 역량을 배양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직기간 생애주기별 반부패·청렴교육(고위간

부, 재직직원, 승진자, 신입사원을 위한 계층별 청렴 교육), 부패 취약업무 담당자(인사, 회계, 계약)를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윤리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소 순회 워크숍, 사업소장 교육, 청렴옴부즈만 초청특강, 경영진의 경영현안 현장설명회, MV(Management Vitality)

대화, 회의체를 활용한 CEO 윤리메시지 전달 등 전 직원에게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수시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제1회 청렴 Festival’을 개최하여,  ‘청렴 골든벨’ 실시와 함께 청렴 UCC, 포스터, 표어 등 3,054건의 콘텐츠를 수렴하고 노경합동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독후감 발표대회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전사적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사 및 사업소 감사실 주관으로 사업소별 반부패 시민감시단을 운영하여 준법 활동을 포함한 윤리경영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별 협력기업과 반부패 협약식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2회 자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업체, 고객, 내부

직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별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활동의 실효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관리요소를 도출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윤리 신뢰

도와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경쟁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는 조직별 평가에 반영되어 직원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게 되며, 부패 사례가 발견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포상이나 해외연수 기회를 박탈

하는 등의 페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의 피드백은 윤리담당자 워크숍, 사업소 순회교육 등 전 직원의 참여 하에 결과를 공유하

고,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차년도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 수립 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내부직원 윤리만족도는 4% 향상되었으나, 전년대비 0.8% 낮아진 협력회사 윤리만족도 조사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사를 포함한 전    

사업소에 청렴협의체를 구성하여 연 2회 ‘청렴협력사 간담회’를 시행하고, 계약 전후 처·실장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의지를 전파하고 실천하는 등 확고한 청렴의지의 대외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조사 결과, 외부청렴도는 향상하였으나, 지난

해보다 하락한 내부청렴도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

는 회사 차원의 윤리경영 확산 활동에 대한 현장에서의 직원들의 인지

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수용하고, 2013년에 일정 및 장소선정 등

을 직원이 주도하여 시행하는 ‘직원 주도형 MV(Management Vitality)

대화’ 및 구내식당, 도시락간담회 등 상사와 직원과의 소통 활동인 ‘런치 

운동’을 추진하는 등 직원 상하간 소통 기회 확대를 통한 신뢰 강화 

및 윤리경영 의지 전파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본 소양교육 리더 양성교육 실무자 교육 사이버 교육

목적
윤리경영 중요성 설명, 

추진방향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전파
비윤리적 업무관행에 대한 자발적
개선능력 함양을 위한 리더 양성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변화관리자 양성

전사적 윤리경영전파,
 청렴윤리의식 강화

교육
대상

신입사원 및 전 직원 3직급 이상 승진자
부패취약업무 담당자 및 

윤리경영 담당자
직원

교육
형태

순회교육
집합교육

위탁교육
집합교육

워크숍
위탁교육

On-line교육

2012년 
실적

1,239명(1시간 이상) 109명(2시간)
업무 담당자 79명

(5시간 이상)
1,569명(10시간)

 ◎윤리경영 교육 체계(재직기간 생애주기별 교육 시행)

반부패·청렴윤리 실천교육 시행

윤리수준 평가 및 피드백

구  분 협력회사 윤리만족도 조사(CCM) 내부직원 윤리만족도 조사(CEM)

대 상 협력업체 담당자 내부직원

방 법 전화설문 우편설문

내 용
부패경험, 부패인식, 
행정제도, 윤리실천

윤리의식 수준, 윤리규정 준수,
 윤리실천 활동

 ◎자체 청렴도 조사 현황
9.92 9.84

CEM(100점 만점)84
92 96

2010년 2011년 2012년

CCM(10점 만점)

9.95 (단위 : 점)

구  분 평 가 내 용

비리사례 부정부패, 비리행위 지적 및 언론보도 사례 “없음”

우수사례 KoBEX SM평가 결과 AAA 등급 획득

국민권익
위원회
평가

청렴도
평 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종합청렴도 9.45점 8.91점 8.67점

외부청렴도 9.52점 9.14점 9.35점

내부청렴도 9.27점 8.66점 7.15점

반부패 경쟁력평가 - 79.6점 89.4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조사 결과 등 청렴관련 평가 결과 

구  분 내 용

CEO와의 대화 CEO만 직접 열람가능, 내용 비공개(실명)

자율신고센터 외부로부터 수수한 금품 자발적 신고(실명)

신문고 비위사항 신고, 감사실 운영(실명/익명)

윤리 Help-line 사내 비위사실 신고, 외부업체 운영(익명 보장)

청렴엽서 비위사항 신고, 감사실 운영(익명, 발신지 추적불가)

기관장 및 상임감사위원, 본사 및 사업소 처·실장의 업무추진

비 사용내역을 외부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개하고 있으나(2010

년~현재), 청렴엽서 및 스마트폰 신고시스템에 각 부서별 업

무추진비 및 부서회의비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하는 익명신고

가 접수되어 2013년 1월부터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부서회

의비의 사용내역을 팀원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고 사례 및 처리 내역

 ◎부정·부패·비리신고 시스템 운영 현황

부패통제시스템 운영

내부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선도하고자 다양한 비리신고 채널을 마련하여 부정·부패·비리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비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최대 20억원)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부패 신고 독려 및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신뢰는 윤리경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하에 반부패·청렴과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발전사 최초로 윤리경영체제를 도입하였습     

니다. 윤리헌장인 서부인의 신조와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공포하고 모든 직원이 회사의 제도적 방침 아래 행동하고 있으며, 임원들의 경우 청렴계약

제와 CEO 윤리서약 및 1직급 이상 재산공개 등 ‘윗물맑기 운동’을 통한 솔선수범으로 윤리경영 내실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  분 사내 규정 내 용

윤리헌장 서부인의 신조 서부인의 기업윤리 이념 및 가치관 제시 

윤리강령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서부인의 신조 추구가치에 대한 윤리적 행동기준 제시

행동지침 서부인의 신조 실천지침 윤리적 행동의 가이드라인, 비윤리적 행위와 윤리적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 명시

 ◎윤리경영실천 규정 

윤리경영 실천시스템 구축 

청렴 실천 결의 대회  제1회 청렴페스티발



환경 친화적 기업
신재생에너지 ● 54

한국서부발전은 지속가능한 환경친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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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도입
·저탄소 전원 확대

·환경설비 확충
·연소기술 향상
·환경영향 저감기술

·지속가능 에너지 이용
·부산물 재활용 확대
·친환경 신기술 개발

·투명한 환경정보
·실천적 환경보전
·민원예방, 협력체제

탄소 비즈니스
수익 105억원

배출 허용기준
준수

부산물 재활용
70%~90%

사회공헌활동
1,232시간/년

World Best 3E Creator
(Energy, Eco-Future, Expertise)

ECO-Power 3G(Green, Good, Great)로 지속가능경영 실현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환경영향물질
배출 Zero화

자원순환형
환경관리

환경을 통한
사회공헌

회사비전

환경비전

환경목표

전략방향

전략목표

한국서부발전의 비전인 ‘World Best 3E Creator'의 ‘환경(Eco-Future)’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 환경경영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Eco-Power 

3G로 지속가능경영 실현』이라는 환경 비전 달성을 위해 탄소 비즈니스 수익 105억원 달성,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4대 환경목표와 38개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과 동시에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도 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폐자원의 재활용과 오염물질 사전예방을 관리하는 자원순환형 발전소 운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통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정부정책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이행을 위해 

태양광 설비 건설뿐만 아니라 풍력, 조력, 바이오연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ECO-Power 3G

 ◎환경비전 체계

 ◎환경비전 추진 단계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50만㎾ 이상 대형발전사에게 전력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자가발전 또는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체계

로드맵

추진전략

2012년 
추진과제

2012년

•RPS달성 목표 : 1.4%
•설비용량 목표 : 30MW

RPS의무이행 기반구축

•��중장기 포트폴리오 개선
•�신재생전원 적기개발 및    

전원 다각화

2013년

•RPS달성 목표 : 1.96%
•설비용량 목표 : 120MW

신재생전원 적기확보

•세종시 2차 태양광사업 확보
•영암 등 태양광 적기 추진
•진도 조류발전단지 개발

2016년

•RPS달성 목표 : 4.7%
•설비용량 목표 : 1,062MW

효율적 RPS 이행

•시설물활용 태양광 개발
•바이오 혼소발전 확대 
•효율적 REC 구매

한국서부발전 환경비전 자원순환형 발전소 운영

신재생에너지 확대

1,249

504

1,499

20.4

1,430

457

597

8.8

114

91

40

43

37,490천톤

13.4천톤

25.0천톤

0.8천톤

56,901GWh

54,127GWh

Eco-Power
3G

환경
Environment 

경제
Economy

녹생성장 선도
핵심역량 강화

환경오염물질 Zero
자원순환 시스템

저탄소 「녹색에너지 」 실현

2009년~2013년

2014년 
이후

•ISO 14001 정착

•환경설비 확충

•CDM 사업 추진

•저탄소 전원 확대

•배출권거래 전문가 양성

•온실가스 감축시스템

•녹색에너지 기업 도약

•자연순환형 환경관리

•탄소 비즈니스 수익창출

기후변화 
선도

지속가능 
기업 구현

사회
Society

Great
Expertise

Green
Energy

Good
Environment

산  출

12,823천톤

753천㎘

7.9천㎘

2,781천톤

7,906천톤

297천톤

15.7천톤

투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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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이행 노력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현황

2012년에는 태안소수력, 세종시 등 6개 태양광과 태안 유기성고형연료 혼소설비 등 총 75.44MW의 발전설비를 건설·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략체계 수립시 설정하였던 설비용량을 목표 대비 초과달성 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대구태양광발전(주) 출자를 통해 7.7MW를 추가 확보하는 등 

RPS 의무이행을 통한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RPS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자체건설 및 지분출자만으로 의무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2017년 이후에는 의무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안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를 비롯한 서남해 해상풍력, 가로림 조력, 서인천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혼소발전 및 태양광, 소수

력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급의무율(%) 1.4 1.96 3.0 3.9 4.7 6.6 8.2 9.6 11.3 13.4 15.3

자체공급률(%) 0.13 0.35 1.56 2.12 3.52 6.82 8.44 8.77 9.21 13.78 13.78

 ◎ RPS 연도별 의무율 및 자체공급계획

REC 현물거래시장 환경분석을 통한 효율적 REC 구매

현물시장 REC 공급물량, 단가변동 추이 분석을 통한 효율적 REC 구매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분 태양광 REC 비태양광 REC

현 황
외부 REC 구매 의무화(50% 이상)

현물시장 REC 공급 물량 증가 추세

현물시장 거래물량 절대 부족

REC가격 상승 추세

노 력
저가의 소규모 물건 집중 구매

 - 소규모 물건 타사구매 관심도 저하

시장 게시가격이 낮은 장초반 구매 집중

- 전회 누적 일일거래추이 분석

2012년 성과
전체 거래물량의 70.4% 구매

 - 초기 태양광 REC시장 활성화에 기여

시장평균가 대비 95% 저가구매

- 구매비용 절감(5천만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CDM 등록을 통한 탄소 배출권 확보

시장 메카니즘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하여 회사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태양광으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3MW 삼랑진태양광을 CDM으로 등록하였으며, 2010년 11월에는    

태안소수력을 국내 최초 해양소수력 CDM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5.6MW규모의 세종시·태안본부 태양광 사업과 13.3MW 영암 F1 

경기장 태양광 사업을 CDM으로 추진하여 UN에 등록하였습니다.

사 업 명 용량(MW) 등록 현황 온실가스 감축량(tCO₂-eq/년) 사업 유효기간

삼랑진 태양광 3.0 UN 등록(2009. 2) 2,215 2009년~2019년

태안 소수력 2.2 UN 등록(2010. 11) 4,050 2010년~2020년

세종시·태안본부 태양광 5.6 UN 등록(2012. 8) 5,134 2012년~2022년

영암 F1 경기장 태양광 13.3 UN 등록(2012 .10) 12,003 2013년~2023년

합 계 24.1 - 23,402 -

가로림 조력발전

충남 서산, 태안의 가로림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520MW급 조력발전소 건설

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허가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2013년 11월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준공 후 우리회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량 

달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가로림 조력 조감도

연료전지발전

서인천발전본부 내에 11MW급의 연료전

지 발전설비를 201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14년에는 평택발전본부 내에 5MW급 건

설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분산형 전원 유

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적

인 공동사업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바이오매스 발전

2012년 발전사 최초로 유기성고형연료를 

개발, 태안화력에 혼소를 시작함과 동시에 

타 발전사에 기술을 공개하여 확산하고 있

으며, 2013년에는 해외 바이오연료 자원개

발과 병행한 우드펠릿 혼소설비 구축과 더

불어 다양한 바이오연료를 중소기업과 협

력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가스화하여 복합화력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동급의 석탄화력 대비 7%

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는 IGCC 국산화 기술개발과제의 일환으로 

2006년 12월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착수한 태안 IGCC 380MW 실증건설사

업을 2011년 11월 착공하였으며 2015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태안 IGCC 조감도

태안 IGCC

태양광발전

2005년 8월 발전회사 최초로 태안발전본부에 120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

공한 이래 2008년 삼랑진 3MW, 2012년 세종시 자전거도로 5MW 및 영암 F1 

13.3MW, 2013년 대구 하수처리장 7.7MW 등 현재까지 약 29MW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며, 2016년까지 총 73MW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자전거도로 태양광  



Performance
경제성과 ● 60
사회성과 ● 63
환경성과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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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치 창출

한국서부발전은 2012년에 매출액 5조 9,679억원, 당기순이익 1,183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대비 각각 15%, 164% 이상 향상된 성과로서, 

전사적으로는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관리경비를 절감하고 발전용 연료 도입단가를 낮추는 등 최적의 설비 운영과 안정적 전력 공급으로 전 사업

소의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시킨 전 직원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이해관계자와의 정당하고 공정한 경제적 가치 배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2년 창출된 매출액 5조 9,679억원은 원료구매 및 전력생산, 판매 등 전 사업활동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경제적 가치 배분

경제 가치 창출과 분배 

태안 9, 10호기와 태안 IGCC 등 본격적인 건설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자금조달규모가 증가하여 부채비율이 전년도 80.0% 대비 상승하여 

84.3%를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건설사업의 회수기간 도래까지는 당분간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나, 이는 장기적인 수익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2016년 이후 개선될 전망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9.2% 대비 상승한 14.7%를 시현하며 전력계통

수요의 증대에 따른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강도 높은 관리경비 절감 추진과 경제적 연료 

구매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243.7%p 상승한 164.1%

를 시현하였습니다.

재무지표

수익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전년 동기대비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상승

하였습니다. 

이는 계통수요에 발맞추어 전력수급 안정에 동참하면서 채산성을 높

이기 위한 전사적 수익성 개선 및 경비절감 노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수익성 

 ◎성장성 

부채비율 Debt/Capital(자산)자기자본비율

-79.6%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증가율

2012년2010년 2011년

2012년2010년 2011년

65.8%

60.3%

39.7%
44.5% 45.8%

55.5% 54.2%

80.0%
84.3%

2012년2010년 2011년

150.4%

24.9%
9.2% 14.7%

164.1%

ROAROEEBITDA MARGIN

15.7%

7.0%

4.1%
2.1%

1.5%

3.8%

9.7% 9.8%

0.8%

 ◎안정성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

 ◎안정성 지표

2010년 2011년 2012년

53,694

47,667

2,201

448
1,183

52,045

57,166
52,506

59,679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재무성과 변동 현황 (단위 : 억원)

경제성과

경제적 

가치배분 

정부 및 주주

884억원

세금 292억원

배당금 592억원

임직원

1,462억원

임금 1,262억원

퇴직금 135억원

복리후생비 65억원

69.57억원

지역 지원사업비 64.04억원

기부금 5.53억원

 지역사회

5조 4,137억원

연료구매 5조 376억원

자재구매 3,058억원

중소기업 지원금 35억원

이자비용 668억원

협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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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

국내외 발전기술 선도를 위해 핵심기술개발과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기술 개발의 증대 및 투자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 이후 2012년까지 연구개발 추진실적으로는 230건(완료 : 216

건, 진행 : 14건)의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R&D 투자비는 약 776억원이며 2013년에

는 전년 258억원 대비 184억원 증가한 44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직원 현황

임직원은 2012년 12월 말 기준 1,844명이며, 약 1% 수준의 낮은 이직률로 인해 전체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는 15.3년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2012

년에는 전체 채용인원의 약 24% 수준인 41명의 고졸수준 입사자를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

니다. 직원들의 임금 수준은 동종 산업 상위 수준이며, 신입사원 남녀 직원간 임금의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의 사용 및 복직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개발

최고 수준의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Master Plan을 수립하여 신성장동력 창출 및 종합에너지기업 도약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2020년까지 연구개발 3개 분야 5대 핵심기술을 확보하고자 총 1조 8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新)에너지 기술자립을     

목표로 연구전략을 추진한 결과 국내 최초로 화력발전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기술개발(2013년) 등 핵심설비 국산화로 약 35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왔으며, 중장기적으로 380MW급 태안 IGCC 실증플랜트 건설, 대용량 가스터빈 국산화(2018년 목표) 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고용

정규직(명) 1,811 1,725 1,844

여성관리자(명) 13 14 19

평균근속연수(년) 16.2 16.1 15.3

이직 이직률(%) 0.6 1.0 1.2

※ 이직률 = 퇴직자수/년도말 평균인원 × 100

IMCS 교체전 보드 IMCS 교체후 보드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국산화 개발 전/후 중앙제어실 설치 모습

 ◎임직원 현황

연구개발 인재경영 

무형 지식자산인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은 분사 이전을 포함하

여 총 315건이며, 이중 분사 이후에 확보한 산업재산권은 235건에 달합

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35개 기업에게 59건

의 산업재산권을 기술 이전하였으며, 이중 22건은 유상으로 37건은 무상

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있는 산업재산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보유기술 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 지원

3개 분야 5대 핵심 기술(2011년~2020년) 투자비 (억원) 기대효과

원가절감 및 신뢰성 확보
•설비운영 최적화 기술 : USC 1), Retrofit 2), 수명평가/설비개선 등
•가스터빈 국산화 기술

1,112 •  고효율/저비용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 확보

• 2020년 R&D 고도화로 기술 경영
체계 확보

•R&D 세계 최고 기업 달성에 기여

신재생 에너지 •IGCC 최적운영 및 활용기술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술 14,765

미래환경 기술개발 •CO₂처리 및 전환기술 : 고효율 청정 이용 기술 개발 등 784

기타 인력양성비, 전산개발비, 운영사업비 등 1,995

합 계 18,656

1) USC(Ultra Super Critical, 초초임계압) : 증기터빈발전기에서 증기 조건이 임계압(압력 225.65㎏/㎤, 온도 374.1℃) 이상의 압력을 갖는 초임계압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효과가 있다.   2) Retrofit : 구형 장치의 개조

 ◎육아복지제도 사용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육아휴직 사용자(명) 12 12 9

육아휴직 후 복직률(%) 100 100 100

열린 고용을 통한 인재 채용 

최근 태안 9, 10호기, 태안 IGCC 및 평택복합 2단계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 진행으로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본격적인 건설사업 착수와 함께 2011년 73명, 2012년 170

명을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였으며, 2013년에는 창사이래 최대 

규모인 210여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정규직 

총 채용인원은 약 450여명으로 이는 현재 정원의 23%에 해당하는 수치

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확대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비율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명)

2010년 2011년 2012년

100

90

73

84

100 100

170

73

2012년

매출액 R&D투자 투자율

2010년 2011년

47,667

320

258

0.67% 0.38% 0.43%

198

52,045

59,679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특 허 131 14 15 32 192

실용신안 80 5 9 2 96

디자인, 상표 27 0 0 0 27

합 계 238 19 24 34 315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단위 : 건)

 ◎지역별 직원 현황

510
403

815

110

6

수도권 평택권 태안권 군산권 해외

(단위 : 명)

신규 채용인원(명)

현원대비 신규 채용비율(%)

2011년 2012년2010년

2
0.1

4.2

9.2

2010년

1,665 1,574 1,655

146 151 189

2011년 2012년

(단위 : 명) ◎정규직 직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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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설비용량 22,000MW

BSC 시스템

온라인 기반 BSC, EIS, ERM 등 전사 IT 시스템 이용 상시 모니터링

오프라인 기반 미흡한 사항에 대해 CEO, 로컬사장 주재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

인사노무시스템

조직 KPI 실적 관리 개인 KPI 실적 관리(MBO)통합

성과

관리

시스템

BSC 관점별 목표 도출(15개)

전사 KPI 도출(21개)

처·실 및 사업소 이하 KPI로 Cascading

Eco-Future

[Vision목표] Triple Sales, Higher Sustainability :

매출 110억불, ROIC 8% 이상

CO₂16%감축

Expertise

최고수준 기술 확보

평가결과 → 인사 및 보수에 직결,   시사점 → 제도운영에 반영

건전한 내부경쟁을 통해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고자 내부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경영실적 평가제도는 

BSC(Balanced Scorecard)에 기반하여 전사 KPI, 1차사업소 KPI, 2차 사업소 KPI, 팀 KPI로 이어지고 있으며, 회사 비전 달성에 대한 조직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급여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MBO에 의한 개인별 목표(개인 KPI)를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설정하여, 개인으로부터 

전사에 이르기까지 회사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방향과 정렬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경쟁 평가단위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협업지표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노력을 지표화하여 전사적으로 성과관리문화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성과평가와 보상시스템 확립

직원들의 니즈와 역량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끊임없이 구성원들의 역량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역량진단 프로세스, 

역량진단에 따른 연계 교육과정 운영, 교육성과지표 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입사에서 퇴직까지 지속적으로 역량 향상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역량 개발

추진방향

인재양성
목표

인재상

인재양성
Mission

분야별 전문가양성체계
구축 및 가속화

역량기반 교육체계 구축
및 실천적 실행제도 수립

리더십 및 조직(공통)역량 강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Global 인재

변화를 주도하는

도전인재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인재

상생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협력인재

2020년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Global역량, 도전역량, 전문역량, 조직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의 선택과 집중

지속적 경쟁 우위 전개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체계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 및 조직역량 강화

Human Resources System Competency

인재양성
인프라

직무체계
역량모델

(공통/리더십/직무)
역량진단센터 분야별 학습체계 교육 컨텐츠 HRD 성과분석

역량기반의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 e-HR

 ◎한국서부발전 인재상

 ◎성과관리 체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열린고용, 사회형평적 채용을 적극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학력철폐, 능력위주 인재 채용을      

위한 고졸채용 패러다임을 확립하여 고졸자 채용여건 확립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3년 1월 정부의 ‘신(新) 고졸시대 정착’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형평적 인재채용 목표제를 수립 및 운영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채용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대학과의 MOU 체결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발전소 지역주민 우대를 위한 가점지역 확대 및 

대상자 서류전형 면제, 필기시험 가점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장애인 채용을 위해서는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

여 별도 제한전형을 실시하였으며,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승진시 육아휴직기간 인정 등 여성배려정책을 사규화하여 여성 

근무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풍당당 신(新) 고졸시대 정착’ 기여 대통령표창▶

 ◎사회형평적 인재채용

2020년 회사 비전 및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4대 인재상(글로벌, 도전, 전문, 협력인재)과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공통, 리더십, 직무역량)기반 교육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문인재 및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석·박사 과정

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직원 역량개발 비전 및 미션

2020년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Global역량, 도전역량, 전문역량, 조직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세계최고를 지향하는 Global인재

차별화된 글로벌 역량과 강한 리더십으로 세계 최고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인재

상생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협력인재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상생의 조직문화를 구축

하는 인재

변화를 주도하는 도전인재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을 통해 미래

를 개척하는 인재

가치를 창조하는 전문인재

전문성 확보를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인재

인재상

Global

도전

협력

전문
성과관리

 ◎사회형평적 채용현황

비수도권 
지역인재

고졸자

여성 2011년2010년 2012년

0
4

41
장애인

0
2

22
0

13
43

1
29

77
국가
유공자

0
6

26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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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응대 •발전소 방문 고객 안내 및 협력업체에 발전소 이용의 편리성 제고 노력
•발전소 직원 친절 응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사회적 책임이행
•발전소 주변지역 생산물 구매, 지역주민 고용기회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발전소 주변지역 사회공헌 활동 강화

공조 체제 강화 및 
사후관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고객접점 분야의 활동상황 점검 및 대책 강구
•지역 여론 주도층 및 주민 전력시설 견학

 ◎고객만족경영 주요 활동 

고객만족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고객만족 경영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T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   

하기 위해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IT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회사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 정보 및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국가정보원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안정책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 절차 

및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정된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인증을 받은 방화벽 등을 통하여 정보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고객 개인정보 보호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이나 고객의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가 없습니다.

고객 정보 보호 정책

한국서부발전은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광고와 관련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왔으며, 준수 수준 강화를 위해서 2007년부터 홍보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가 없습니다.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법률 및 규제를 위반하여 벌금을 부과 받은 건수는 없으며, 전기공급 과정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

에 관련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없습니다.

 ◎정치자금법의 준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법규 준수

니즈 및 역량 기반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직원들의 니즈와 역량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경력개발프로그램은 종업원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필요

한 교육을 시행하여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여성리더를 양성하고 조직 내 여성리더로서의 성장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이화리더십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일인당 연간 교육시간은 192시간에 도달했고, 장애직원들의 교육시간도 2010년 76시간, 2011년 

106시간, 2012년 182시간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통합학습지원 포털사이트 ‘두드림 3.0’을 개발하여 개인별 니즈 및 역량 수준을 반영하여 교육 계획 수립,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화 하였으며, 스마트폰으로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상시학습 지식컨텐츠 ‘지식의 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지식의 샘’  ◎ ‘두드림 3.0’ 인재양성 로드맵

 ◎한국서부발전 역량 체계

공통역량

회사의 비전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행동 

특성

리더십역량

경쟁 우위 성과 창출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행동 특성

성과 창출을 위해 직무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행동 특성

직무역량

 ◎연도별 교육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교육건수(건) 8,078 8,891 14,976

일인당 교육횟수(회) 4.46 5.15 8.12

연간
교육비

연간(억원) 83.8 88.4 105.6

인당(천원) 4,631 5,128 5,730

2010년 2011년 2012년

 ◎ 1인당 평균 교육시간

125 

156 

192 

(단위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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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과

 ◎녹색경영 조직

한국서부발전 녹색경영체계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장을 포함한 관리본부장, 기술본부장, 발전처장, 각 사업소별 그린

환경팀장과 환경화학팀장 등으로 구성된 전사적 녹색경영 조직을 구성하여 상호 협력적인 녹색경영체제(GMS : Green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정부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2011년 6월 GMS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한편, 녹색경영체제를 이행하는 조직간 업무의 유기

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녹색경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녹색경영에 대한 방침과 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경영체제의 효율

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태  안
발전본부

그린
환경팀

태  안
건설본부

평  택
발전본부

환경
화학팀

평 택
건설처

서인천
발전본부

환경
화학팀

군  산
발전처

환경
화학팀

해  외
사무소

사   장

미래사업실

관리본부

연료자원반

경영기획처 경영관리처 발전처(기후환경팀) 건 설 처

기술본부

감 사 실

상임감사위원

재난안전관리실

직   책 권한 및 책임

사   장
•녹색경영방침 공표 및 녹색경영매뉴얼 승인  •녹색경영목표 선정 및 평가
•녹색경영시스템 경영자 검토 승인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지원, 자원 제공  •녹색경영대리인 지정 및 권한 위임

관리본부장 •녹색경영 활동에 대한 최고경영자 보좌  •녹색경영관련 해당사업 총괄 및 결정

기술본부장 •녹색경영 활동에 대한 최고경영자 보좌  •녹색경영관련 해당사업 총괄 및 결정

발전처장 •전사 녹색경영절차서 승인  •녹색경영체제의 이행 지원

본사 기후환경팀장
(경영대리인/주관부서)

•전사 녹색경영매뉴얼, 절차서의 제정, 유효성의 지속적 검토 및 개정  •녹색경영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녹색경영 인증 심사관련 업무 추진  •내·외부 심사결과 및 시정조치 종합관리

사업소 본부장·처장 •사업소 녹색경영매뉴얼·절차서 승인  •녹색경영체제의 이행 지원

사업소 환경화학팀장
(경영대리인/담당부서)

•사업소 매뉴얼 및 절차서의 제정, 유효성의 지속적 검토 및 개정  •녹색경영관련 사업소 교육훈련 실시
•녹색경영 내부감사 수행 및 시정 조치  •경영자 검토 보고서 작성

본사, 사업소
전 부서장

•부서단위 녹색경영체제 이행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조사, 시정조치 

 ◎녹색경영체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저감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설비증설 등으로 인해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3,749만tCO₂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및 LNG 복합 등의 저탄소 

전원 확대 노력으로 단위전력 생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단위 발전량당 709tCO₂에서 2012년에는 693tCO₂로 감소하였습니다. 

군산 복합 등 설비증설,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자가 소비전력 비율은 발전량 대비 

2010년 3.69%에서 2012년 3.64%로 약 0.05%p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소에 있어서 가장 감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 활동

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의 주 사업 영역은 발전 분야임에 따라 연소용 연료인 유연탄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62%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LNG, 중유 순의   

사용량을 차지합니다. 연료 사용량과 마찬가지로 2012년 기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연탄이 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LNG, 중유 등의 순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주로 연료연소와 탈황설비에서 사용하는 석회석 등의 직접배출이 99.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입하여 기동전력으로 사용하는 간접배출이 0.5%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연료원별 에너지 사용량
(단위 : TJ)(단위 : 천톤-CO₂,eq)

총배출량 : 37,490
직접 배출량 : 37,435

간접배출량 : 55

중유
2,335 (6%)     

경등유
20 (0.05%)    

가스
7,682 (20%)   

유연탄
27,261 (73%) 구입전력 등

192 (0.51%)   

총에너지 : 485,894
직접에너지 : 484,768
간접에너지 : 1,126

구입전력
1,126 (0.002%)

가스
152,019 (31%)

경등유
295 (0.001%)

유연탄
300,816 (62%) 중유

61,639 (7%)

구 분
연료별 에너지 사용량(천TJ) 자가소비

(%)
판매량
(GWh)

온실가스 배출량
(천tCO₂)합계 석탄 가스 석유 기타* 구입전력

2010년 450 294 125 30 0.01 1.21 3.69 50,301 35,654

2011년 477 311 144 21 0.01 1.17 3.69 52,903 38,524

2012년 487 301 152 32 0.65 1.13 3.64 54,127 37,490

※ 기타 : 유기성 고형연료

2012년 2012년2010년 2010년2011년 2011년

709

728

693

35,654

38,525

37,490

 ◎온실가스 원단위 추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 천톤CO₂-eq) (단위 : 톤-CO₂/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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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후변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총 42MW의 

설비에서 76GWh의 에너지를 발전하여 연간 약 349천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이는 20년된 소나무1) 약 2,800만 그루를 40년간 키웠을 

경우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됩니다.

1)　20년 된 소나무 1그루당 4.530kgCO₂ 흡수(탄소중립을 위한 CO₂ 흡수량 기준 참고) 

에너지 및 온실가스 주요 감축성과

2012년 총 온실가스 감축량은 20만tCO₂이며, 2,128TJ(51천TOE)의 에너지를 절감하여 약 157억원의 에너지비용을 감축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태안

발전본부, 평택발전본부, 서인천발전본부 및 군산발전처의 4개 사업소 중 발전량이 가장 큰 태안 사업소가 17만tCO₂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

였으며 투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량이 4.2tCO₂/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요 개선활동은 아래와 같이 각 사업소별 신기술 적용, 공정개선 등 총 46개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계속해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감축 활동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태안발전본부 : 5호기 보일러절탄기 전열면 증설로 배기가스 손실절감 등 27개 과제

- 평택발전본부 : 보일러 압입 송풍기에 속도 변환장치 추가 설치 등 10개 과제

- 서인천발전본부 : 본부 내 조명램프 에너지절감형으로 교체 등 8개 과제

- 군산발전처 : 저효율 조명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

국내 에너지 사용량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여건상,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

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 탄소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보호를 위해 관련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녹색기술 분야 투자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2012년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기술 분야에 투자된 비용은 666억원으로 총 R&D 투자비의 77%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녹색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R&D 투자 총액(억원) 319 906 864

녹색기술 투자비(억원) 35 442 666

점유율(%) 11.0 48.8 77.1

주요 수행업무 담당부서

•목표설정, 이행계획수립, 명세서 작성 등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에 대한 업무 총괄

본사 온실가스 담당 부서장

•배출원별 데이터 집계, 이행계획서·명세서 작성
•내부 검증 실시 등

각 사업소 온실가스 담당 부서장

•에너지 절감 목표 수립 및 관리 등 각 사업소 에너지 담당 부서장

•배출시설별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시행
•검증을 위한 기술적 사항 점검, 불확도관리 등

각 해당 배출시설 담당 부서장

구  분
투자비
(천원)

에너지절감액
(천원)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감축량

(tCO₂)
TOE TJ

사
업
소

태안 40,883,489 9,313,282 41,871 1,753 173,356 

평택 6,933,300 6,334,011 8,876 372 27,135 

서인천 229,000 61,634 79 3 168 

군산 - 7,170 9 0 20 

계 48,045,789 15,716,096 50,835 2,128 200,678 

 ◎ 2012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 감축성과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 및 공포함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라 함)」가 201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2012년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 목표를 부여 받고 목표의 이행 실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정부에 보고(국가 지정기관 검증 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 사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을 위한 절차서를 제정하였

으며 온실가스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2012년 목표관리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IT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

해서는 먼저,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제 표

준에 부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2년

부터 201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목표관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상기업에 포함된 한국

서부발전은 2012년 12월 ERP와 연계한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IT 시스

템을 개발하여 현재 시범운영 단계에 있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 합니다.

당 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에 따라서 매년 본사를 포함

하여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사업소의 보일러, 발전기, 탈황설비, 변압기 

절연가스, 차량 등 각 배출시설별 모든 배출원의 대상 온실가스에 대해 

산정·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산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객

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제3자 

검증기관(2012년, 한국품질재단)을 통해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절차서에 의거하여 목표관리제 이행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관리, 내부검증,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에 따라 목표관리제는 물론 에너지, 온실가스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현황 및 계획 등의 정보는 발전처 기후환경팀에서 수집하여 목표달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감축기술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체계

온실가스 관리 체계

 ◎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및 실적

(단위 : tCO₂eq/MWh)

실적목표

0.69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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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황설비 전기집진기

탈질설비 황연저감설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SOx 10,794 12,684 13,449

먼지 714 835 847

NOx 22,382 24,707 24,967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SOx 0.20 0.23 0.24

먼지 0.01 0.02 0.01

NOx 0.42 0.45 0.44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원단위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화력인 태안발전본부와 중유화력인 평택발전본부에 최첨단 습식 석회석 석고법을 이용한 배연탈황설비와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중 최고의 기술인 선택적 촉매환원방식(SCR)의 배연탈질설비 및 고효율 전기집진기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서인천과 군산복합화력은 질소산화물의 발생을 적게하는 저(低) NOx 연소기를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동·정지

시 발생하는 황연(Yellow Plume)을 저감하기 위한 설비를 전 호기에 설치하였습니다.

화력발전소 중에서 석탄 및 석유를 사용하는 발전소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를 배출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화력 발전소는 질소산화물

을 배출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각종 법적 규제치보다 더욱 엄격한 사내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방지시설의 신뢰도를 높여 대기오염물질

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를 위한 최적의 방지시설 운영

환경영향 최소화

(단위 : 톤) (단위 : g/GWh)

런던협약 1996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생활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방법이 

육상처리로 전환되었으나, 매립 외에는 특별한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유기성 하수슬러지의 건조 시 발열량이   

석탄의 60% 수준인 것에 착안하여 연료로써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부와 공동으로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실증 연소시험을 시행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관리법에 하수슬러지 재활용 규정을 법제화하고 하수슬러지를 건조, 고형화한 유기성고형연료 규격을 마련하였으며  

하수슬러지의 연료 활용도 향상을 위해 포스코 및 포스코건설과 공동으로 유기성고형연료 제조 및 연소기술을 개발하고 2010년 12월 태안발전본부 

3, 4호기에 유기성고형연료 혼소설비를 준공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유기성고형연료 혼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2012년 유기성고형연료 혼소 추진효과

구  분 유연탄 대체 연료비 절감 신재생발전량 REC 비용절감 온실가스 감축

유형 효과 2.4만톤/년 19억원/년 66GWh 27억원/년 6만톤/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하는 해수 취수설비를 국내 최초

로 사이펀(Siphon) 형식으로 개선하여 전력사용량 절감을 통하여 연간 

8,965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개방형 취수로 내의 해수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수거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환경미관 개선 

및 설비 부식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성능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는 분명하나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비용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화력발전소에 바이오매스를 혼소하는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매스 혼소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적은 발전회사를 중심으로 주요 핵심 감축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매스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추진

온실가스 감축 활동

공사 기간 2010.6~2012.3

투자비 32억원

설치 대수 20기

전력소비 절감 10,305MWh

온실가스 감축 8,965tCO₂/년

취수설비 개선 전 취수설비 개선 후

유기성고형연료 혼소를 위한 한국서부발전의 선도적 활동은 타 발전회사의 롤모델로 작용하여 중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이 유사 사업을 진행 중

에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 석탄 대체를 통한 연료비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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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이용량(천톤) 재이용률(%)

2010년 566 37

2011년 496 39

2012년 597 40

※ 재이용률 = 재이용량/폐수발생량 x 100

 ◎폐수 재이용 현황

화력발전소에서는 고온·고압의 증기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고 사용한 증기는 다시 물로 응축시켜 재사용 합니다. 이때 증기를 응축시키는 냉각수

로 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배수가 방류되고 있으며 그 양은 발전량과 비례합니다. 한국서부발전의 화력발전소도 온배수를 방류하고 있으며,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 온배수에 의한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배수(溫排水) 관리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물은 크게 전기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발전용수와 탈황설비에 공급되는 탈황용수, 기기 냉각수, 음용수 등으로 분류됩니다.     

대량으로 사용되는 용수는 발전소 인근 댐과 호수 등의 취수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이들 취수원의 공급능력과 대비하여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양은 취수원 수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기생산량 증대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자원 사용을 줄이고 수계에의 영향을 예

방하기 위해 발전소에서는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전량 상수원수 3급수 이상으로 처리하여 재이용 및 방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안화력은 폐수를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고, 평택화력과 서인천복합은 수질환경 관리기준이 ‘나’ 지역인 해양으로 상온상태로 방류하고 있어 수질 오염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중수도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누수율 제로화 운동 전개, 폐수 재이용처 발굴 및 공정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전량의 증가로 용수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전 발전소에 발전용수절감시스템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

며 용수사용 효율 극대화를 위해 재이용을 높이고 방류수 최소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절약

 ◎공급원(발전소)별 용수 사용량

(단위 : 천톤)

보령댐(태안)

남양호(평택)

팔당댐(서인천)

옥산(군산)

2010년

4,743
5,281

5,798

1,669

303 136

1,635 1,476

435 397312 185

2011년 2012년

금강유역환경청과 태안군 생태우수지역인 두웅습지 및 신두리 사구 보전·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2009년)하고 전담관리기관(푸른태안21추진      

협의회)을 지정하였으며, 재정을 지원하고 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태안발전본부 인근에 위치한 두웅습지 및 신두리사구

는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금자리로 다양한 식생과 특이한 지형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아, 사구습지 최초로 보호지역(2002년, 환경부) 지정과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2007년, 국내 습지 중 6번째)되어 있으며, 신두리 사구는 천연기념물 제431호(2001년) 생태계보전지역 제1호(2002년, 자연환경보

전법 제18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청과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을 체결하고 양재천 환경정화활동을 매월 시행해 오고 있으며, 양재천 수

질과 수변환경 개선을 위해 수생식물과 나무를 기증하고 직접 식재하는 등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역 생태계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탈황폐수처리설비 중수도 설비

발전소에서는 보일러 수질관리, 순수생산 및 탈황설비운영 중에 폐수가 발생합니다. 이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서 전 발전소에 종합폐수처리설비와   

탈황폐수처리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류되는 용수의 일부는 중수도 설비를 통해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습폭우를 대비하여 회처리장 수위

조절 능력 개선을 위한 대용량 우수처리설비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폐수처리설비 대용량 우수처리설비

수질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구 분
폐 수

방류량 (톤)

배출량(㎏) 원단위배출량(g/GWh)

COD SS T-N T-P COD SS T-N T-P

2010년 1,010,092 4,640 1,322 3,906 55 89.0 25.4 74.9 1.1

2011년 875,865 6,634 1,027 2,747 11 121.0 18.7 50.1 0.2

2012년 901,916 5,252 817 3,186 25 93.0 14.6 56.8 0.4

 ◎연도별 폐수 배출량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유류 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 저장조 주변에 방지벽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      

지역에 대해 1년 또는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구  분 검사대상 검사일자
검사
지점

검사
항목

검사
결과

검사기관

태 안
경유탱크1기(신설)

경유탱크2기
2012. 9. 24~9. 28
2011. 12. 20~12. 27

4개소
7개소

TPH 적합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평 택 경유탱크 2기 2013. 4. 10 7개소 TPH 적합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인천 경유탱크 3기 2012. 4. 12 9개소 TPH 적합 한국환경수도연구원

군 산 경유탱크 2기 2010. 1. 27 2개소 TPH 적합 자연환경연구소

토양오염 방지

원단위(ℓ/MWh) : 134 원단위(ℓ/MWh) : 134 원단위(ℓ/MWh)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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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준수 및 자체관리 노력

환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도 향상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 등과 관련한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벌금이 부과되거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율환경관리 실천을 위해 태안, 평택 및 서인천발전본부는 지

자체와 자율 환경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회사 자체적으로도 대기 및 수

질오염물질(배출목표 : 법적기준 대비 30% 수준)과 폐기물(석탄회 재활용 

목표 : 75% 이상)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친환경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 및 주변 대기질 측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여 그 측정결과를 환경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전송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전광판을 통해 알림으로써 환경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국가정보시스템에 연 1회 환경

정보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실적을 등록하여 회사 환경관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환경사고 발생 •현장 점검자 확인

•최초 발견자 임시조치 후 상황 보고

•소내 방송 및 경보 발령

•  설비별 복구방안 수립 : 예산, 자재, 인력, 기간,  
복구 우선순위 결정 및 복구 지원대책 수립

•설비별 피해상황 및 안전관리 시행

•본사 및 관계기관에 보고(즉시)

•관할 군(도청), 관할 경찰서, 관할 소방서 등

• 자체 및 외부인력 동원 : 협력업체, 전문기관  
제작사 긴급 기기제작 의뢰 및 기술지원

•복구상황 중간보고 : 본사

•본사, 대외기관

임시조치/상황보고

비상동원령 발령

복구대책 수립

재해 복구

복구상황 최종보고

피해상황 파악 및
사고상황 보고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환경관련 사고 zero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환경오염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통합 비상대책기구를 조직하였습니다. 통합 비상대책기구에서는 

부서별 임무와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비상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까지 사고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전사 화학물질 취급설비에 대한 정밀 환경안전진단을 시행하여 부식성 유독물에 의한 탄소

강 PIPE의 부식 및 볼트, 플랜지 부식 등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누유방제 모의훈련 유독물 유출 모의훈련 화재 발생 모의훈련

2012년 환경설비 투자비는 419억원으로 총 설비투자의 8.6%에 해당     

하며, 최근 3년간 투자비는 992억원으로 전체 설비투자 대비 9.4%에 

해당합니다. 2012년에는 환경설비 운영 및 개발비로 1,052억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환경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개선하고 탈황설

비 최적화 운영 등 대기환경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

고 있습니다. 

환경설비 투자 및 운영

발전소 부지 선정, 건설 계획단계부터 발전소에 의한 환경, 교통 등에 관

한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하여 발전소 운영 시 주변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

며, 이해당사자(지역주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발전소 건

설 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발전소는 보호 종 

또는 멸종 위기 보호 동식물 종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호지역과 인접해 

있지 않은 지역에 건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운영단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전에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항목에 대하여 사후 환경영

향을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예측한 결과에 대해 검증하고 그 결과

를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분 야 사업소 내 용 기 간

건설
사업

평택복합2단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2011. 7 ~ 2013. 2

태안 IGCC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2007. 5 ~ 2010. 12

태안 9, 10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2010. 9 ~ 2012. 12

운영
사업

태안
해양, 육상, 대기, 

토양 사후환경영향조사
격년 또는 매년

군산
해양, 육상, 대기, 

토양 사후환경영향조사
격년 또는 매년

평택
대기, 토양, 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분기, 반기, 매년

서인천 - 대상사업 아님

육상조사 소음측정   해양생태계조사 대기질 조사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석탄회 발생 및 재활용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폐기물발생량(톤) 6,392 26,666 20,359

재활용량(톤) 1,701 3,573 8,813

재활용률(%) 26.6 13.4 43.3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석탄회발생량(천톤) 1,210 1,285 1,249

재활용량(천톤) 1,064 1,068 1,430

재활용률(%) 87.9 83.2 114.5

폐기물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석탄회 및 탈황석고 등은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곤란한 폐수와 폐보온재 등은 폐기물 처리 허가업체에 

적법하게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2012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20,248톤, 재활용량은 8,813톤으로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탄회

는 콘크리트 혼화재, 시멘트 원료, 지반 성토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체 매립된 석탄회의 재활용으로 2012년도 재활용률 114.5%를 기록하

였습니다. 또한, 탈황석고는 시멘트 및 석고보드 원료로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부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중장기 재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발전 부산물의 업 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기존 폐기물의 고부가가치의 자원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및 발전부산물 재활용

국내 최초 발전 부산물(탈황석고, 정제회)

탄소성적표지 인증

국가의 저탄소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

축에 기여하고자 2012년 전력분야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에 

이어 2013년 6월에 발전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탈황석고

와 정제회(폐기물인 석탄재를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부

산물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고부

가가치의 자원화를 추진하는 저탄소, 자원순환형 발전소의 롤 

모델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태안발전본부 정제회

인증번호

C-2013-1-011

유효기간

2013. 5. 29~2016. 5. 28

태안발전본부 탈황석고

인증번호

C-2013-1-012

유효기간

2013. 5. 29~2016. 5. 28

평택발전본부 탈황석고

인증번호

C-2013-1-013

유효기간

2013. 5. 29~2016. 5. 28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환경설비 투자비 227 346 419

환경부문 운영비 1,258 1,214 1,038

환경부문 개발비 11 16 14

계 1,496 1,577 1,471

※ 개발비 : 연구개발비(교육훈련비는 운영비에 포함)    
※ 환경편익 제외

 ◎환경부문 투자 및 비용집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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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 수상내역 및 가입단체

• 검증보고서

• GRI 인덱스

• 용어설명

• 서부인의 신조

• 독자의견청취서

외부기관 주요인증 및 수상내역

연도 인증 및 수상내역 주관/후원기관

2012년

2012 한국아이디어경영대상 제안명인, 제안여왕 및 최우수제안상 수상 한국제안활동협회

제7회 지속가능경영대상 공기업부문 우수상 수상 지식경제부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상(4), 은상(3), 동상(2) 수상 한국표준협회

‘2012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유공’ 단체표창 수상 지식경제부

제36회 국가생산성대상 노사협력부문 국무총리표창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12 친환경건설산업대상 공공건축부문 대상 수상 중앙일보/국토해양부 등

2011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은상 수상(평택) 한국표준협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상 수상(서인천) 한국표준협회

한국아이디어경영대상 한국제안왕 및 최우수제안상 수상 한국제안활동협회

국가보안업무 우수기관 지경부장관 표창 수상 지식경제부

2011년도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지식경제부, 환경부

2011년도 한국윤리경영대상 수상 신산업경영원, 지식경제부

2010년

한국아이디어경영대상 최우수제안상 수상 한국제안활동협회/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한국사보협회/문화체육관광부 등

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한국경제매거진/중소기업청 등

아름다운동행상 수상 중소기업청

제32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기후변화 대응분야)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지식경제부/에너지관리공단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증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서인천) 에너지관리공단

주요 가입단체 현황

분야 협회명 분야 협회명

윤리·투명

윤경SM포럼

발전기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윤경CEO클럽 한국에너지재단(한국 WEC위원회)

한국감사협회 대한기계학회

사회공헌 대한적십자사 대한전기학회

품질·혁신

한국표준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품질경영학회 에디슨전기협회(EEI)

한국품질명장협회 동아시아 서태평양 전기공업협회(AESIEAP)

국가품질상 수상기업협의회
건설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식스시그마 연구회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한국제안활동협회 환경 환경보전협회

한국능률협회
신재생에너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안전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산업안전공단

경영·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연료·계약
세계석유회의한국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국제경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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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보고서

보고서에 작성된 지속가능경영 목표 설정, 성과관리 등 모든 정보 및 주장에 대한 책임은 한국서부발전에 있습니다. 본 검증인의 책임은 수행한 검증 절차에 따른  

결과를 경영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검증보고서는 보고서 내 중대한 오류나 편견의 존재여부와 정보수집시스템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지속가능경영 이슈의 

도출과정 및 결과를 검토하여 보고서 품질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이하 검증인)은 ‘제3자 검증기관’으로서 ‘한국서부발전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 의견을 

제출합니다. 

책임 및 목적

제한사항

검증의견

본 보고서의 검증 작업은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AA1000 Assurance Standard(2008) 검증기준    • GRI G3.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    • BEST 가이드라인

검증범위
“한국서부발전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보고내용의 AA1000AS(2008) 3대 원칙(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적용여부

GRI 보고등급 자가선언/
BEST 가이드라인 보고등급

검증유형 및 수준 Type Ⅱ 중위수준(Moderate level)

검증대상 평가기준
• AA1000AS(2008)의 3대 원칙 평가기준 및 IPS Assurance Manual 기준
•IPS Performance Indicators Assurance Criteria™기준

• GRI G3.1 지속가능성보고서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검증유형 및 수준

본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1) 보고내용의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에 대한 평가, 2) 보고된 성과 데이터의 신뢰성 평가, 3)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지표 충족 수준, 4) BEST 가이드라인 지표 충족 수준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증범위 및 수행 업무

본 검증은 본사를 중심으로 하여 해당 보고기간에 대한 자료 및 공개된 정보,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제성과 중 재무성과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데이터는 제3자 기관에 의해 별도의 검증을 받은 데이터를 확인하였습니다.

[포괄성-Inclusivity]   한국서부발전의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참여 프로세스가 적정한가?

검증인은 한국서부발전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한국서부발전의 경영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높이 평가합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의사 소통 채널을 도입하고 이해관계자 그룹 별 기대가치를 파악한 점 

• 이해관계자 분류를 상호 영향 정도에 따라 재분류하고 각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에 수렴된 의견을 보고서에 설명한 점

다만, 전년도의 이해관계자 그룹을 2013년 보고서에 명확하게 정의한 바와 같이, 향후에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또한 그 활용 정도를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을 통하여 수렴된 참여 의견들이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대성-Materiality]   본 보고서는 한국서부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에 걸쳐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한국서부발전이 경제, 사회, 환경 부문에 걸쳐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직·간접적 경제효과, 사내규범 및 

정책, 관련 법규 및 국제규범 검토, 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동종기업 및 지속가능경영 선도기업의 벤치마킹, 미디어 검색 등 6단계 분석을 통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요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상위 이슈가 보고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높이 평가합니다.

•  이해관계자에 따른 중요도와 외부 영향도를 고려하여 중요이슈를 도출하고 한국서부발전의 2012년의 최상위 이슈를 파악한 점

•  최상위 이슈가 주요 보고 내용에 보고되고 중·하위 이슈의 내용은 성과 보고 부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사항을 누락    

없이 보고한 점

다만, 향후에는 해당 연도별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체계를 마련하여 이슈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중요 이슈들의 관리 현황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대응성-Responsiveness]   본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검증인은 한국서부발전이 수렴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고 그 대응 성과를 보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   

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높이 평가합니다.

•  ‘Click & Suggest Now’ 제안활동, 퇴직 준비 프로그램, 노사협의회, 지역사회 협의체,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

활동에 접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 성과를 보고서 내에 반영하고 있는 점

•  최상위 이슈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 및 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부합하는 중요이슈를 중심으로 대응현황을 공개한 점

다만, 향후에는 대응 계획 및 수준과 목표를 설정하여, 대응 성과 및 한국서부발전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서부발전

의 대응 수준을 향상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성과지표]   본 보고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보고된 데이터 검증 결과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적절성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의 판단에 편견을 줄 수 있는 신뢰성에  

반하는 중대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GRI 적용수준]   본 보고서의 GRI G3.1에서 제안하는 보고서 적용 수준은 ‘A+’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BEST 기준 보고율 및 정보의 

심도를 고려한 결과, BEST 가이드라인 5단계 중 정착기인 제4단계를 95.9%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검증을 의뢰 받은 (사)산업정책연구원은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을 수행하는 ‘제3자 검증기관’으로, 1993년 설립되어 2002년부터  

윤리경영, 사회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관련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기관입니다. 검증단은 경영전반, 회계, 환경 등 전공자로서 국내 주요 대학 교수진 및 지속

가능경영 자문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2013년 8월 13일

(사)산업정책연구원 원장

김재은

검증인은 한국서부발전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 외에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독립적으로 검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기관의 적격성

독립성

•  보고 정보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각 성과 영역별 담당자 및 성과정보 취합      

담당자 인터뷰

• 한국서부발전 중대 이슈 도출 프로세스 및 결과 검토

•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검토

•  지속가능경영 성과지표 원(Raw) 데이터, 수집 보고 시스템 및 프로세스    

검토를 위한 현장 실사

• 경제, 사회, 환경 성과의 주요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검토

• 중요 이슈 중 샘플 테스트를 통해 보고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본 검증인은 한국서부발전의 다섯 번째 보고서인 ‘한국서부발전 2013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1) 기업의 보고연도에 해당하는 핵심 이슈를 강조하여 이해관계자의 

관심 이슈 중심으로 보고서를 구성한 점, 2) 경영접근방식(DMA) 공시 수준을 강화하여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계획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 점, 3) 적용 가이드

라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려고 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향후 발간될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권고의견

•  지속가능경영 보고에 강화된 보고 기준을 적용

•  성과정보 및 보고내용의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강화

•  부정적 이슈 및 미진한 성과에 대한 보고 강화

•  핵심적이고 중요한 당해 년도 성과 위주의 보고

•  홈페이지와 연계된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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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번호 지표내용 충족여부 페이지 BEST UNGC조항

전략및
분석

1.1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조직, 전략에 관한 최고의사결정자의 선언 ● 2~3 A_1

1.2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 10~11 A_2

조직
프로필

2.1 기업명 ● 4 A_3

2.2 주요 브랜드, 제품, 서비스 ● 4~5 A_4

2.3 주요부서, 운영회사, 자회사, 제휴사 등을 포함한 조직의 운영 구조 ● 4~5 A_5

2.4 본사/본부 소재지 ● 4 A_7

2.5 주요 사업장의 국가 수와 국가명 ● 5, 24~27 A_7

2.6 소유권의 성격과 법적 형태 ● 4 A_8

2.7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장 ● 5, 24~27 A_9

2.8 조직 규모(종업원, 순매출, 총자본, 제품과 서비스 등) ● 4~5 A_10

2.9 규모, 구조, 소유구조를 고려한 보고기간동안의 주요변화 ● 4~5 B_8

2.10 보고기간동안 수상내역 ● 78 CO8

보고서
프로필

3.1 보고기간 ● 표지 내지 B_3

3.2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 표지 내지 B_8

3.3 보고주기 ● 표지 내지 B_6

3.4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에 관한 문의처 ● 표지 내지 B_9

3.5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정의하기 위한 절차 ● 표지 내지, 
16~17

B_4

3.6 보고범위 ● 표지 내지 B-1

3.7 보고서 범위를 제한하는 특이 요소 ● 표지 내지 B-2

3.8
합자회사, 일부소유자회사, 리스설비, 아웃소싱한 운영, 그리고 기타 상황들의 기간별 비교와 
보고 조직간의 비교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근거 ● 4~5 A_6

3.9 데이터 측정기술과 계산방식 ● 표지 내지 -

3.10 이전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의 재인용의 효과, 재인용의 이유 ● 표지 내지 -

3.11 보고의 범위, 측정방법 상의 주요한 변화 ● 표지 내지 B_5

3.12 GRI 보고서 내용의 각 구성 요소의 위치를 파악하는 표 ● 82~85 B_10

3.13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 신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과 현재 관행 ● 80~81 B_7

경영
시스템

4.1 전략 설정이나 감독과 같은 특정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최고 위원회를 포함하는 지배구조 ● 12 GR1

원칙 1~10

4.2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지 명시 ● 12 GR1 GR3

4.3 단일 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독립적으로 구성된 사외 이사 수 ● 12 GR2

4.4 주주와 종업원이 최고 지배조직에 건의,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매커니즘 ● 14, 42 GR12

4.5 CEO, 상급관리자, 경영진의 보수와 조직성과간의 관계 ● 13 GR7

4.6 이사회 이해관계 충돌을 피하는 프로세스 ● 12 GR13

4.7 성별, 다양성 기준을 포괄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비율, 자격 및 전문성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 12 GR4

4.8 내부적으로 개발된 미션이나 가치 진술문, 행동강령, 경제, 환경, 사회 성과와 관련된 원칙, 실천 정도 ● 87 -

4.9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 관련 위험과 기회의 규명 및 관리를 포함하는 최고 지배 구조의 절차 ● 12~13 GR5

4.10 최고 지배구조의 성과, 특히 경제, 환경, 사회 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프로세스 ● 12~13 GR6

4.11 예방 접근이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 10~11 GR11 원칙 7

4.12 자발적인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헌장과 일련의 원칙들, 또는 이니셔티브 중 참여하고 있는 내용 ● 79, 82~85 GR10
원칙 1~10

4.13 협회, 국가, 국제 조직내 주요 회원 ● 79 A_11

4.14 조직에서 활동 중인 이해관계자 리스트 ● 14 C_1, C_2

4.15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파악과 선정에 대한 근거 ● 14 C_1

4.16 형태별, 이해관계자 그룹별 참여 빈도 등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접근 방식 현황 ● 14~15 C_2
원칙 1~10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되어온 중요 이슈 대응 방법 및 결과 ● 16~17 C_3

  

구분 지표번호 지표내용 충족여부 페이지 BEST UNGC조항

경제
성과지표

경영방식 공시 ● 18 -

EC1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총수익, 운영비, 종업원 급여, 기부, 지역사회투자, 이익잉여금, 투자자와 정부 
보상 포함) ● 60 EC1

EC2 기후변화로 인한 조직활동의 재무적 영향과 다른 위험과 기회요인 ● 68~70 EC2 원칙 7

EC3 연금제도에서 사측부담 범위 ◐ 34 EC3

EC4 정부지원금 ● 45 EC5 원칙1

EC5 주요 사업지역에서의 현지 최저임금 대비 남녀 신입사원 임금 ● 63 EM4

EC6 주요 사업지역에서 현지조달 정책, 실적, 비중 ● 63 EC4

EC7 현지고용절차와 상급관리자의 현지인 비율 ● 63~64 EC4 원칙 6

EC8 공공이익을 위한 투자와 서비스 제공 ● 44~45 EC6

EC9 간접 경제 영향 ● 44~45 EC7

환경
성과지표

경영방식 공시 ● 19 원칙 7~9

EN1 사용자원의 총 무게나 부피 ● 69 EV10

원칙 8EN2 재활용 자원 이용 비율 ● 76 EV11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 ● 69 EV7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 ● 69 EV8

원칙 8, 9EN5 절약과 효율성 개선으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 ● 69~70 EV5

EN6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에 기초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저감 ● 54~57, 

69~70
EV5

EN7 간접 에너지 소비와 사용 저감을 위한 노력 ● 54~57, 
69~70

EV5 
EV25

원칙 8
EN8 취수량 및 물 사용량 ● 75 EV9

EN9 취수로 인하여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수원 ● 75 EV20

EN10 재순환, 재사용되는 물의 비율과 총부피 ● 75 EV18

EN11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 관리하는 소유, 임대, 관리하는 땅의 위치와 크기 ● 75~76 EV22

EN12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에서의 사업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한 중요한 영향 ● 75~76
EV22 
EV26

원칙 7, 8

EN13 보호하거나 복원해야 할 서식지역 ● 75~76 EV27

EN14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관리하는 전략, 현재 활동, 미래 계획 ● 75~77
EV6 
EV26

EN15 멸종위기동식물 중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종의 수 ● 75~77 EV28

EN16 직,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70~71 EV12
원칙 8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70~71 EV13

EN18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려는 노력과 성과 ● 70~71 EV4 원칙 8, 9

EN19 오존파괴물질 배출량 ● 73 EV14

원칙 8

EN20 NOx, SOx 등 중요 대기 배출량 ● 73 EV15

EN21 총 폐수배출량과 수질 ● 74 EV17

EN22 형태별, 최종처리방법별 총폐기물량 ● 76 EV16

EN23 유출사고 총횟수와 유출량 ● 77 EV21

EN24
바젤 협약에 명시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폐기물의 운송, 수입, 수출 중량과 국제적으로 거래된 
폐기물의 비율 ◇ N/A EV29

EN25 폐수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 명칭, 규모, 보호대상 및 생물다양성 가치 ● 75~77 EV19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과 영향 축소의 범위를 관리하는 노력 ● 73~77 EV23

EN27 제품 사용기간의 종료시점에서 재생가능한 제품의 비율 ◇ N/A EV24

EN28 환경규제 위반 건수, 벌금, 처벌 ● 77 EV31 원칙 8

EN29 조직운영과 물류에 사용된 제품, 상품, 원료 운송의 중대한 환경적 영향 ● 76 EV30
원칙 8, 9

EN30 전체환경보호 비용 지출과 투자 ● 77 EV1

GRI Index Chart
●: 보고, ◐ : 부분 보고, ○: 미보고, ◇: 해당없음(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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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번호 지표내용 충족여부 페이지 BEST UNGC조항

노동
성과지표

경영방식 공시 ● 18 원칙 1, 3, 6

LA1 성별로 구분된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현황 ● 63 EM1

LA2 연령, 성별, 지역별 직원 신규 채용 및 이직 건수 ● 63~64 EM5

LA3 주요 사업지역별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주사업장별, 성별) ● 34~35 EM20 원칙 6

LA4 단체협상결과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비율 ● 36 EM12 원칙 1, 3

LA5 운영상의 변화에 사전 고지기간 ● 36 EM13 원칙 3

LA6
보건과 안전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을 돕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 및 보건위원회로
대표되는 인력의 비율 ● 38 EM14 원칙 1

LA7 지역별, 성별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 ● 37~38 EM19

LA8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 종업원과 그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돕기 위한 교육, 훈련, 예방, 
위험 관리 프로그램 ● 37~39 EM18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 38 EM15 원칙 1

LA10 직원 형태별, 성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 65 EM27

LA11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 66 EM28

LA12 성별로 구분된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직원의 비율 ● 66 EM29

LA13 성별, 나이, 소수자 등 다양성 지표에 따른 종업원과 지배기구의 구성 ● 12, 63 EM2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및 보수 비율(주요 사업지역별) ● 63 EM3 원칙 6

LA15 육아휴직 후 남녀 직원 별 복귀 비율 ● -

인권
성과지표

경영방식 공시 ● 18 원칙 1~6

HR1 인권을 고려한 총체적 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투자 협약과 계약 건수 및 비율 ◐ 48 PN2

HR2 주요 공급업체, 계약업체, 기타 협력사 중 인권 심사 및 인권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비율 ◐ 48 PN3

HR3 업무와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 시간 및 교육 이수 직원 비율 ● 36 EM30 원칙 1~6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 36 EM7 원칙 1, 2, 6

HR5
결시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험하거나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분야와 
주요 공급자 및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 50~51 EM8 원칙 1~3

HR6
아동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분야와 주요 협력사 및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조치 ● 36 EM9 원칙 5

HR7 강제 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분야와 주요 협력사 및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 36 EM10 원칙 1, 2, 4

HR8 인권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해 훈련받은 보안 인력의 비율 ○ 미보고 EM31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 N/A CO2

HR10 인권 관련 점검 및 평가를 받는 사업장 수 및 비율 ● 36 -

HR11 인권 관련 고충처리 건수 및 공식적인 고충처리 제도를 통해 해결된 건수 ◐ 36 -

사회
성과지표

경영방식 공시 ● 18 원칙 7, 10

SO1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 ● 43~45 CO2 원칙 7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단위의 수 및 비율 ● 50~51 CO5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 50 CO5
원칙 10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 51 CO5

SO5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 56~57,
67, 70

CO6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 67 CO7

SO7 부당 경쟁행위 및 독점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건수 및 그 결과 ● 67 CS3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 67 CO9

SO9 지역사회에 잠재적 혹은 실질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 43, 45 -

SO10
지역사회에 잠재적 혹은 실질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예방 대책 ● 43~45 -

구분 지표번호 지표내용 충족여부 페이지 BEST UNGC조항

제품책임
성과지표

경영방식 공시 ● 18 원칙 8

PR1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절차 ● 73~77 CS4 원칙 1

PR2 제품 및 서비스의 고객 건강과 안전 관련 규제 및 위반 사례의 횟수와 형태 ● 67 CS11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 N/A CS5
원칙 8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 67 CS12

PR5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의 결과를 포함한 고객만족과 관련된 절차 ● 15, 67 CS9

PR6
광고, 판촉,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 표준, 자발적 규범을 지키기 위한 절차와 
프로그램 ● 67 CS13

PR7 광고, 판촉,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규제 위반 사례의 횟수와 형태 ● 67 CS14

PR8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건수 ● 67 CS15

PR9 고객 사생활 침해에 관한 실증된 불만사항 수 ● 67 CS12

전력산업
추가지표

EU1 전원별 설비용량 ● 5, 22

EU2 전원별 발전량 ● 5, 22

EU3 일반가정, 산업, 상업, 기관 고객 분류 및 개체수 ◇ -

EU4 전압별 송배전선 길이 ◇ -

EU5 배출량 거래시스템 하 배출권 할당분 ◇ N/A

EU6 단기, 중기 전력가용성 및 신뢰성 보장 계획 ● 22~23

EU7 전력수요관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현황 ◇ N/A

EU8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 지출 금액 및 활동 현황 ● 28~30, 
55, 62, 72

EU9 원자력 발전소 조업 중지 규정 ◇ N/A

EU10 장기 전력수요 예측량에 따른 전원별 설비 확충 계획 ● 23

EU11 전원별 화력발전 효율성 ● 22

EU12 전체 에너지 대비 송배전 손실률 ◇ -

EU13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 지역의 생태 현황 ● 75~76

EU14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관리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 63~66

EU15 직군별, 지역별 5~10년이내 퇴직이 예정된 임직원 비율 ◐ 63

EU16 임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의 보건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지침 ● 37

EU17 발전소 건설 및 정비운영 하청인력의 근로시간 ○ -

EU18 보건안전 교육을 받은 하청업체 직원 비율 ● 37

EU19 이해관계자의 에너지 수급계획과 발전 인프라 건설 관련 의사결정 과정 참여현황 ● 45

EU20 이주민 관련 정책 및 경영방침 ● 45
원칙 7

EU21 재난, 방재 대책, 위기대응, 긴급복구 관련 교육 등 프로그램 ● 38

EU22 프로젝트별 발생한 이주민수 ● 45

EU23 전력보급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정부 공조 포함) ● 22~23

EU24 전력수요 소외계층에 대한 전력공급지원 프로그램 ● 43

EU25
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법정 소송 중인 일반사망 혹은 재해사고수(임직원이 아닌 일반국민에게 
끼친 위해) ● 37~38

EU26 송배전망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수 ◇ N/A

EU27 전기료 체불로 인한 전력공급중단 가구수(공급중단기간별로 세분화하여 보고) ◇ N/A

EU28 발전소 정지 빈도 ● 22

EU29 평균 발전정지 기간 ● 22

EU30 발전원별 발전소 평균 이용률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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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고효율 전기집진기(Electric Precipitator)

가스 중의 먼지입자에 전기적 성질을 띠도록 회전시켜 자장을 이용, 집진

하는 장치입니다.

 ▶ 습식 석회석 석고법 탈황설비

배기가스를 석회석 수용액에 통과, 가스 중의 SOx와 석회석을 반응시켜 

황산화물을 제거시킴과 동시에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석고를 생산하는 

설비입니다.

 ▶ BSC(Balanced Score Card)

기업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정지표

로 바꾸어 주는 틀로서 새로운 전략관리, 성과평가시스템입니다.

 ▶ CCM(Clean Cooperator Monitoring 협력업체 및 내방고객 

윤리만족도 조사)

협력업체 계약담당자, 현장소장,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설문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되어,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인 투자를 하고 이로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CEM(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고객 경험 관리)

고객이 경험(관계)하는 모든 상황과 그 심리적 과정을 분석, 통합함으로

써 총체적으로 고객을 이해하는 것으로 결과가 아닌 과정과 실행에 중점

을 두는 고객 만족 개념을 말합니다.

 ▶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유엔환경계획(UNEP : UN Environmental Program)의 산하조직

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GWP(Great Work Place 훌륭한 일터)

전 종업원들이 자신의 상사와 경영진을 신뢰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터를 의미합니다. 세 가지 요건은 구성원이 인간미, 도덕성,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절차를 갖춘 믿음이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신바람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협약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 1988년 지구환경 가운데 특히      

지구 온난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목적으로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온실화의 과학적 평가, 환경이나 사회에

의 영향, 그 대응을 세 가지 실무그룹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데 궁극

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 조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시스템으로 석탄 및 중잔유, Petroleum coke 

등의 저급의 고체 및 액체 시료를 고온·고압조건에서 불완전연소 및 

가스화 반응을 시켜 일산화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를 만든 다음 

정화공정을 거쳐 가스터빈에서 1차 발전, 증기터빈으로 2차 발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K-OHSMS(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 

ment System 안전보건경영체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증진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책임, 절차를 규정한 후 기업 내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합니다.

 ▶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Biphenyl기(C12H10)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염소로 치환

된 물질의 총칭으로,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하나입니다.

 ▶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정책고객 관리시스템)

정책 분야별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최근 정부기관들이 정책추진시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하고, 업무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홍보수단을 의미합니다.

 ▶ PMP(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 주관하는 국제 공인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자격증

 ▶ PSMS(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제품안전   

경영시스템)

제조물책임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총체적 경영활동으로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설계, 제조, 출하, 폐기 등 전제품수명주기(Total 

Product Life Cycle)동안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품질경영

활동의 새로운 경영시스템 모델입니다.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 촉매환원법)

배기가스 중의 NOx를 촉매 층에 통과시켜 자연 대기상태인 N2와 O2로 

분리시켜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총석유계 탄화수소로 유류(기름)로 오염된 시료 중에서 주로 등유,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부인의 신조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무한한 신뢰

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우리는 고객이 더 싼값으로 더 좋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는다. 회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해치지 않는다. 회사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고객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린다. 

우리는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사업활동과 봉사를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걷는다. 지역사회를 위한 학술·문화·체육·장학·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공헌한다. 우리는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각종 법규를 성실하게 준수

한다. 우리는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사업관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협력업체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부패와 연관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원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대우는 적절하여야 하며 근무환경은 

쾌적하고, 사원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고충을 토로하는데 자유로워야 한다. 채용, 보직, 승진 및 

능력개발에 있어 능력과 업적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원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며 회사가 

성공하도록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건전한 이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투자이익을 

성실하게 도모한다. 모든 시설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견실한 수익기반을 창출한다. 

우리는 국제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투명한 회계처리에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홍보로 

기업 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

첫째

넷째

셋째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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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용의 충실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향후 발간될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 보고서를 알게 된 경로는 어디입니까?

       웹사이트   신문, TV 등의 매체        한국서부발전   세미나/강의 등     기타

2. 귀하께서 속하신 곳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정부/주주/투자자   임직원                  협력회사 및 거래처   지역주민/NGO     일반국민     기타

3. 본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하기 쉽다   대체로 이해가 된다    대체로 이해가 어렵다   이해가 어렵다

4. 본 보고서의 내용 중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기업정보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경제적 성과

5. 본 보고서의 내용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6. 향후 더 나은 보고서의 발간을 위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7.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독자 의견청취서

1단계 2단계

  기업정보   기업개요            비전과 경영전략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경제적 성과
  발전설비 운영                   신규사업 개발(국내,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술개발                         경영혁신                                  재무성과

  환경적 성과   기후변화협약 대응노력       발전오염물질 배출관리

  사회적 성과
  안전보건                         윤리경영                                인적자원 개발

  중소기업 지원, 상생경영      직원만족(복리후생, 노사협력)       지역사회 지원 및 사회공헌

  기타   연료구매                      전력설비 확장기반 구축

보내는 사람

성명 :

TEL :

E-mail :

보내는 곳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TEL : 02-3456-7612, FAX : 02-3456-7752

E-mail : sustainability@iw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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