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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기업



About this report

발간 목적

한국서부발전은 2006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격년으로 발간하여 다양

한 이해관계자에게 경제, 환경, 사회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수집된 의견을  

경영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특징 

본 보고서는 기존 보고서의 프레임을 유지하면서도 밸류체인 분석, 발전산업 

최신 트랜드와 이에 대한 서부발전의 대응 활동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이슈의 경우 위험 및 기회요소 분석, Business Case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보고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 및 검증 기준

본 보고서는 GRI의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G4 Compre-

hensive)및 GRI 전력 유틸리티 산업 부가지표, UNGC, UN SDGs 등의 내용

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담긴 재무 정보는 연결기준으로, 독

립 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비재무 정보

는 독립적 전문기관인 지속가능경영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성명

서는 96-97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범위 및 기간

본 보고서의 보고범위는 본사 및 국내 5개 발전본부이며, 보고기간은 2014년

과 2015년입니다. 중대이슈와 관련된 성과에 대해서는 2016년도 8월까지 

의 성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전 보고서 데이터 중 수집 방식 또는 범위의  

변동에 따라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도 표기하였습니다. 커버 스토리

한 국 서 부 발 전 의  사 업 소  전 경 과  함 께  

임직원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담았습 

니다.  인간과 기술,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더 큰 행복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서부발전이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의  

방향 및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한국서부발전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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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 지속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투명경영과  

대국민 신뢰제고를 통해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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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한국서부발전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해 한국서부발전은 태안 #9, 10호기 및 IGCC 발전소 건설, 신재생전원 개발, 개도국 중심의 해외사업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노사 간 이해와 양보로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

하며 발전 공기업 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이는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신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올해 당사는 급변하는 전력사업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지속되는 국내 전력수요 증가율 둔화에 따라 발전산업의 성장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해결

을 위한 신기후체제 출범은 향후 우리회사의 설비구성과 용량, 재무구조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희망의 미래와 마주하기 위해 서부발전이 실천할 과제들을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외부적인 경영환경 요소들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발전적 원동력으로 삼아 저탄소·고효율 청정발전체제로 

전환하는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설비가 안전할 때 국민의 신뢰를 받고 회사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여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위기돌파와 지속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술역량과 인적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잠재적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더 높은 품질과 서비스로 양질의 전력을 국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명경영과 소통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투명경영만이 기업의 존립을 확신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회사의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공개하여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소통과 함께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 

위의 일련의 활동은 서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발판이며, 지역사회의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국민 행복을 지향 

하는 에너지 기업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서부발전의 약속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서부발전의 미래를 그려나가

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변함없는 애정으로 서부발전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한국서부발전㈜ 사장  정 하 황

2014/2015년 하이라이트CEO 메시지 기업소개 서부발전 창립 15주년 지속가능한 밸류체인 발전산업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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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기업,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은 발전 전문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기업이 제공하는 가치를 넘어 국민행복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회사설립 당시 자산 2조 9천억 원, 매출 1조 5천여억 원에 불과했던 한국서부발전은 

저탄소·고효율 발전체제 중심의 발전소 운영, 신재생전원 개발, 개도국 중심 해외사업 추진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5년에는 창사 이래 최대규모인 3,003억 원의 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2015년 말 기준 한국서부발

전의 발전설비 용량은 총 9,322MW로, 국내 기준 약 9.55%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

업종 발전, 전원개발, 감리 

설립일 2001.4.2

임직원수 2,082명

신용등급  
•해외 - S&P : AA-, Moody’s : Aa2

•국내 - AAA 

주 생산품목 전력

본사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201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1,589 억 원

매출액 

42,247 억 원

자산 규모 

92,079 억 원

사업 현황

국내사업

발전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인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설비용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노후설비를 적기 교체하고 건설 단계 초기부터  

품질 확보에 주력하여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전원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하는 에너지원 다각화 정책에 참여하여 고효율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RPS’) 이행 등의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숨셀-5 O&M태안 IGCC화순풍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 본사사옥

사우디 라빅 O&M

나이지리아 엑빈 O&M

▲ 1,204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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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한국서부발전은 해외 발전소 운영 및 관리(O&M) 사업 구도 정착과 자체건설 인력을 활용한 건설사업관리(CM)용역 등 수익창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소비 추세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석탄, 가스 발전 사업과 안정적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수력발전, 그리고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투자 최소화로 수익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O&M 사업에 집중하여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수익기반을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두천 LNG복합

청라 김포 집단에너지

평택 2복합
평택발전본부

서인천발전본부

태안화력 

9, 10호기

태안 IGCC 실증플랜트 

군산발전본부

태안발전본부

장흥 풍력

화순 풍력

인도 마하라쉬트라 복합

호주 물라벤 광산

인도네시아 석탄선적터미널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

인도네시아 숨셀-5 O&M

라오스 푸노이 수력

▲ 388

▲ 800 만 톤/년

▲ 800 만 톤/년

▲ 410

▲ 300

▲ 728

2014/2015년 하이라이트CEO 메시지 기업소개 서부발전 창립 15주년 지속가능한 밸류체인 발전산업 환경분석

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

나이지리아 엑빈 O&M 인도 마하라쉬트라 복합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 발전소 

 운영   진행  ▲ 설비용량(MW)  (2016년 8월 기준) 



발전기수

8 기

설비용량

4,000 MW

수도권 최대의 친환경 허브 발전소,

평택발전본부

평택발전본부는 수도권 최대의 허브 발전소로서  

안정적인 전력생산으로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양질의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공급되어 전력공급  

안정 및 계통주파수 유지에 활용됩니다.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

하여 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평택발

전본부는 발전설비의 신뢰성 확보, 원가절감 등  

안정적 전력생산과 친환경 설비운영을 바탕으

로 떠오르는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발전기수

12 기

설비용량

2,749 MW

(설비용량 2016년 8월 기준) 

한국 표준화력발전소의 모델,

태안발전본부

태안발전본부는 서부발전의 핵심 발전소로 회사  

발전설비의 약 45%에 해당하는 설비용량과  

최첨단 자동제어설비를 갖춘 화력발전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전기에 최신 배연탈황설비 및 석탄 분진 

비산 방지를 위한 연속식 석탄하역기, 폐수처리

설비를 완비하여 친환경 발전소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발전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한국

서부발전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

니다.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친환경발전소,

서인천발전본부

서인천발전본부는 대기오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청정연

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친환경발전소입니다. 청정연료

인 천연가스(LNG)를 주연료로 사용하여 환경오염이 거의 

없으며, 전력수급 요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탁월

한 부하추종 능력과 가스터빈의 특성인 신속한 기동 정지

가 가능하여 전력계통 안정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수

16 기

설비용량

1,800 MW

발전기수

3 기

설비용량

718.4 MW

설비용량

407.3 MW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도심형 발전소,

군산발전본부

군산발전본부는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여 전북

지역 전력수요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 복합

발전소입니다. 도시 내의 인구밀집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철저한 환경관리와 청정연료의 사용으로 환경문제를 완벽 

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최신기종(G-Class)의 가스터빈을  

적용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전효율이 가장 높은 발전소이기

도 합니다. 군산발전본부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으로 발돋

움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버팀목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서부발전의 미래 성장동력,

신재생에너지

한국서부발전은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국제기후 

변화협약에 의한 배출권거래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소수력·연료전지·풍력 등을 통해 미래 에너지  

기술을 선점하고, 국내 최초의 석탄가스화 복합화력발전

소(IGCC)를 건설하는 등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

니다.

(IGCC 발전기 1기, 346.3MW 포함)



09  태안화력 5, 6호기 종합준공

10  윤리경영 선언

12   전 사업장 ISO9001 인증

 안전보건국제인증 OHSAS18001 취득

 제1회 유로본드 1.5억 불 성공적 발행

2015년 창립 15주년을 맞이한 한국서부발전은 태안 

9, 10호기와 태안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복합발전), 신평택복합 

등 총 3,430MW의 대규모 설비를 추가 확보하여 미래 

발전산업의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기업과의 상생, 공정거래를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소외된 지역과 사회의 정다운 이웃으로 성장해 나가겠

습니다.

06  환경경영 대상 수상

08  6시그마 경영혁신기법 도입

11  태안화력 7, 8호기 착공

 국가 품질경영대통령상 수상

04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한국서부발전 분할

 한국서부발전(주) 설립

09  기업이념 및 CI 선포

2001

2002

2003

한국서부발전은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하여 설립된 발전 전문 공기업으로서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 등 4개 발전단지에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9.6%에 해당하는 9,674MW(‘16.8

월 기준)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는 2천여 명의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양질의 전기를 안정적, 경제적

으로 공급하기 위해 오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

니다. 

창립 15주년,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

(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

으로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서부발전 창립 15주년

기업이념 및 CI 선포

전사 6시그마 경영혁신기법 도입 

전 사업장 ISO9001 인증 



Beyond Energy, 

09  태안화력 5, 6호기 종합준공

10  윤리경영 선언

12   전 사업장 ISO9001 인증

 안전보건국제인증 OHSAS18001 취득

 제1회 유로본드 1.5억 불 성공적 발행

08  태안화력 7, 8호기 종합 준공

09  Vision 2020 선포

11  대한민국 안전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12  정부혁신 최고 6단계 달성

06  환경경영 대상 수상

08  6시그마 경영혁신기법 도입

11  태안화력 7, 8호기 착공

 국가 품질경영대통령상 수상

08    사회봉사단 창단

10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 대상 수상

11    안전관리헌장 선포

12    6시그마 경영혁신기법 전사업장 확대

 안전경영대상 수상

2004

2005

2006

04  서부발전 사가 ‘서부의 노래’ 제정 

07  청라에너지(주) 공동법인 설립 

10  경영혁신 베스트프랙티스 대상 수상

12  한국품질경영 대상 수상

02  투명경영대상 수상

06  UN 글로벌컴팩트 가입

 아름다운동행상 국무총리상 수상

09  무디스 신용등급 A1 획득  

12  대·중소기업협력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전사 6시그마 경영혁신기법 도입 Vision2020 선포
서부발전 사가 ‘서부의 노래’ 제정

기술혁신경영대상 수상 
아름다운동행상 국무총리상 수상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 대상 수상  

01    기술혁신경영대상 수상

05  중장기 인재양성모델 구축

 사회공헌대상 수상

09    S&P 신용등급 A 획득

 인재개발 우수기관 인증

11    라오스 390MW급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개발 협약 체결

2007

2008



Create Happiness

03  사우디 라빅 중유화력 O&M사업 수주

07  희귀난치성 질환 후원금 전달행사

10  전기안전 협약식 

09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준공식

10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12  발전사 최초 공정안전관리(PSM) P등급 달성

 플랜트 산학협력 최우수기업상 수상

01  마하라쉬트라 발전사업 주주간 협약서 서명식

04  동반성장 문화확산 선도행사

10    행복도시 태양광발전 2차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11  태안 화력 9, 10호기 착공식

 지속가능경영대상 공기업 부문 우수상

2009

2010

2012

2013

02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 전력 구매 계약 체결

08  전 사업소 안전체험장 구축 

09    나이지리아 엑빈발전소 O&M 사업을 위한 한전-서부  

사업운영 협약 체결

10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통령 표창

  제1회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공기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 

12  인도네시아 숨쉘 5 - O&M 계약 체결

대학생 사회봉사단 발대식

전기안전 협약식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 전력 구매 계약 체결 

마하라쉬트라 발전사업 주주간 협약서 서명식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준공식

01  시장형 공기업 지정 

03  디딤씨앗 통장 후원식

04  WP-TOPS 동반성장 선포식 

 대학생 사회봉사단 발대식

11  태안 IGCC 착공 

2011



01  마하라쉬트라 발전사업 주주간 협약서 서명식

04  동반성장 문화확산 선도행사

10    행복도시 태양광발전 2차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11  태안 화력 9, 10호기 착공식

 지속가능경영대상 공기업 부문 우수상

04  태안화력 9호기 시운전 돌입  

08    한국서부발전 본사 태안군 이전

09    지속가능성지수 1위 기업상 수상 

10    안전경영 마스터플랜 수립

11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및 장관상 수상   

12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상 수상 

06  국민안전처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우수기관 

08  태안 IGCC 준공

(예정) 태안 9, 10호기 준공2014

2015

2016

11  평택2복합 준공

 서인천 연료전지 준공

 Vision 2025 선포

   태안군-서부발전 협업 산업혁신 3.0 업무협약

12    공기업 최초 대한민국 좋은기업 대상 수상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

 발전사 최초 공정안전관리(PSM) 2회 연속 P등급 달성 

 한국아이디어경영 대상 수상

02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 전력 구매 계약 체결

08  전 사업소 안전체험장 구축 

09    나이지리아 엑빈발전소 O&M 사업을 위한 한전-서부  

사업운영 협약 체결

10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통령 표창

  제1회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공기업 부문 최우수상 수상 

12  인도네시아 숨쉘 5 - O&M 계약 체결

본사 태안군 이전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 전력 구매 계약 체결 

마하라쉬트라 발전사업 주주간 협약서 서명식  Vision 2025 선포

태안 IGCC 준공



한국서부발전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14

2014/2015년 하이라이트

1   2014. 02. 

국민신문고 大賞 대통령상 수상

청렴 문화 정착 노력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 반부패 업무 전반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신문고 대상(부패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2   2014. 05.

국내 최초 발전부산물 저탄소제품 인증 

발전부산물 저탄소제품인증과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국내 최초로 취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증표준을 마련하고 타 회사로 확대 및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   2014. 09. 

Asian Power Awards 금상 수상 

전기생산 및 열공급 사업을 병행해 설비운영능력 향상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14 Asian Power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   2014. 10.

서인천발전본부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서인천발전본부는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 개최를 통해 미래성장 사업인 

연료전지 사업으로의 본격 진출을 선포하였습니다.

5   2015. 04. 

국내 최대 1,050MW 태안9호기 시운전 돌입 

국내 최대 1,050MW 태안9호기가 본격 시운전 가동에 돌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생산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6   2015. 09.

지속가능성지수 1위 기업상 수상 

안정적, 경제적 전력공급과 함께 적극적인 신뢰와 상생의 지속가능경영 

실천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발전부문 1위 기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   2015. 11.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및 장관상 수상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안전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높이 평가받아 평택발전본부가 에너지 분야 대통령상을, 군산발전본부가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8   2015. 12.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상 수상 

일자리 창출 실적, 일자리 제도개선, 일자리 질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등을 인정받아 대통령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  국내 최초 발전부산물 저탄소제품 인증 4  서인천발전본부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7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및 장관상 수상

5  국내 최대 1,050MW 태안9호기 시운전 돌입

8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상 수상6  지속가능성지수 1위 기업상 수상



15CEO 메시지 기업소개 서부발전 창립 15주년 2014/2015년 하이라이트 지속가능한 밸류체인

미래성장동력 확보
 

고탄소 화력 중심의 사업구조를 ‘저탄소 기술 기반 청정발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전원 개발, 신재생 전원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연계 연료전지, 탄소자원화 기술 등 온실가스감축 

핵심기술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전략적 관점에서 해외사업 개발과 연료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향후 지분투자 

해외사업과 해외 신재생 사업에서의 기회 모색을 강화하고 사업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LNG 직도입을 비롯한 전략적 연료자원 확보를 

통해 전력생산의 비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태안 본사시대 성공적 정착

2015년 8월 충청남도 태안지역으로 본사 이전을 완료한 후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3년 본사 이전 추진팀을 

발족한 이후 성실한 준비를 통해 태안군과 정착지원 관련 협업과제를 수행하였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여가제도 마련 등 지역

화합 강화와 활기찬 조직문화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 적극 이행

공공기관으로서 청렴도 제고와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안전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

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최초로 이란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란 바이어를 초청하여 중소기업 홍보를 지원한 결

과 650만 불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선도적 도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정부3.0 이행을 통한 투명

한 정보공개에 앞장섰습니다.

발전산업 환경분석

2014/2015년 주요 성과

저유가 흐름의 지속과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석탄화력 쇠퇴, 신재생전원 약진, 저탄소 고효율 발전체제로의 전환 등 발전산업 구조의 근본

적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이러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발전 기반의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사적 규모의 신성장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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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밸류체인

❶ 전략기획 ❷ 발전소 건설 ❸ 자원개발

설비용량

9,322 MW

원재료 매입액

2,740 억 원

연구개발 비용

271.4 억 원

교육투자 비용

32 억 원

임직원 사회공헌 참여 인원

6,886 명

❶ 전략기획

❸ 자원개발

❷ 발전소 건설

정부의 국가전력수급계

획에 따라 전원개발계획

을 수립합니다.

발전소 건설 지역의 환경영향 

평가 및 공청회를 진행한 후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발전소 가동을 위한 연료 

구매와 운송절차를 진행

합니다.

Input
(2015년 말 기준)

한국서부발전의 밸류체인

한국서부발전의 밸류체인 활동은 비전인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을 달성하

기 위한 경영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 수급에 필요한 자원개발부터 배전에 이르기까지 전 공급망을 지속가능

경영의 관점에서 가치를 투입함으로써 최상의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창출한 가치를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Business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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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지속가능한 밸류체인 관점에서 어떠한 자원이 투입(Input)되고 활용되는지,  

그리고 이 자원이 사회, 환경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창출(Output)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❹ 발전 ❺ 송전 ❻ 배전

❹ 발전

❺ 송전

❻ 배전

전력 거래량

46,131 GWh

시장점유율(설비용량 기준)

9.55 %

산업재산권 보유

272 건변전소를 통해 공급된 전기는 

배전되어 고객들에게 전달 

됩니다.

수급된 연료를 공급하여 

발전합니다. 석탄, LNG, 

복합화력 등의 발전사업

을 수행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고품질

의 전기는 송전탑을 통해 

변전소로 송전됩니다.

2014/2015년 하이라이트CEO 메시지 기업소개 서부발전 창립 15주년 지속가능한 밸류체인 발전산업 환경분석

임직원 사회공헌 참여 시간2)

22 시간

1)   5대 핵심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8페이지에
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거 : 22시간 = 15시간 (2014년 공공기관 임직
원 1인당 평균 사회봉사시간) * 150%

5대 핵심기술1) 이행율 

52 %

Output
(2015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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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 환경분석

발전산업 4대 트랜드

한국서부발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발전산업 및 경영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트랜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출된 주요 이슈 및 트랜드와 연관된 위험과 기회 요인을 식별해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발전산업 측면

환경/안전 측면

국내 발전산업이 정체기에 진입함에 따라 발전소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신기후

체제 도입에 따라 발전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해외사업 확대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 화력발전에 대한 니즈 감소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에 의해 산업 내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첨단 IT 접목 신기술이 발전되어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 수준이 강화되어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이후 온실가스 감축이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

습니다. 환경/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됨과 동시에 ‘저탄소녹색 기본법’, ‘화학

물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응 실무 매뉴얼 및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안전 이슈에 대해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사를 포함한 전 공급망  

관점의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전산업 패러다임 변화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해외사업 확대 요구

기술력 상향 평준화

첨단 IT 접목 신기술 발전

신재생에너지 개발 요구 증대

트랜드 키워드

신기후체제 출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강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

공급망 환경/안전 관리 요구 증대 및 확산

트랜드 키워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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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트랜드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발전산업의 선도자(First Mover)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으로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

로 한 민원 및 갈등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적이고 개방

적인 의사소통 채널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요구  

또한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사회에 인접해있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 및 고객 만족도 증대, 협력사 상생협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

정부 3.0 확산

공기업 정상화

경영 합리화·효율화 추구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변화

트랜드 키워드

민원 및 갈등관리 중대성 증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확산

이해관계자 소통활동 강화

사회적 책임 요구 증대

트랜드 키워드

정책/법규 측면 3

4

2014/2015년 하이라이트CEO 메시지 기업소개 서부발전 창립 15주년 지속가능한 밸류체인 발전산업 환경분석

정부 3.0 시대의 개막으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 개방 및 공유가 강조되는 한편  

몇몇 공기업의 방만경영으로 인해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공공기관들은 경영체계 및 사업 운영, 임직원 대우 등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서부발전은 이러한 법률, 정책 변화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기 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uStainability 
ManageMent
지속가능경영 체계



지배구조

윤리경영 고도화

KOWEPO Vision 2025

이해관계자 참여 및 중대성 평가

22

24

2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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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한국서부발전 이사회는 경영목표, 예산, 출자 등 회사 경영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이사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는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사장과 상임감사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기타 상임이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겨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여성과 학계의 명망있는 전문가를 비상임이사 후보군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 중 1명을 여성이사로 구성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전문성 활용 강화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 강화를 위해 비상임이사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해당 부서가 직접 비상임이사를 방문하여 추가로 자문을 받아 업무에 반영하는  

LSC(Linkage between Suggestion and Consulting)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이사회 개최횟수 회 14 14 11

안건수 건 55 61 58

수정·조건부 의결 건 - 4 3

이사회 활동 현황

•직위 : 기관장

•주요경력 :   전)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  

전) 한국전력공사 기획처장

사장 

정하황

상임감사위원 / 박대성

•직위 : 상임이사

•주요경력 :   전)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지원실장 

전)새누리당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 

기획관리본부장 / 정영철

•직위 : 상임이사

•주요경력 :   전)서부발전 자재처장  

전)서부발전 경영관리처장 

기술본부장 / 김동섭

•직위 : 상임이사

•주요경력 :   전)서부발전 발전처장  

전)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 신정식

•직위 및 직책 : 비상임이사 (이사회 의장)

•주요경력 :   현)아주대 에너지시스템학부 겸임교수 

전)에너지경제연구원장

비상임이사 / 김정숙

•직위 및 직책 : 비상임이사

•주요경력 :   현)청양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전)충청남도의회 도의원 

비상임이사 / 김병숙

•직위 및 직책 : 비상임이사

•주요경력 :   현)울릉에너피아 사장  

전)한전 신성장동력본부장 

비상임이사 / 안병철

•직위 및 직책 : 비상임이사

•주요경력 :   전)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보좌관

전)현대정보기술 정보전략실장 

비상임이사 / 맹호승

•직위 및 직책 : 비상임이사

•주요경력 :   현)주평물류 대표이사 

전)대한철인3종협회장 

※  2016년 11월 기준

비상임이사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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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프로세스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사업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 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비상임이사의 관심 의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의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열린 소통의 공간

으로서의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건 제출

비상임이사

사전설명
이사회 개최

이해관계자 

사전협의

산하 위원회

개최

사후관리

(AMP, 경영자문)

이사회 산하 위원회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분야별 경영의사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산하 위원회는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의 주요사항을 사전에 검토 및 심의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2015년 개최건수

창조경제전문위원회

비상임이사 2~3명

(위원장 포함),

상임이사 1~2명 

•정부 3.0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자체 실행계획 및 실적 검토

•경영목표, 전략 또는 혁신에 관한 안건의 사전 검토

•이사회에서 별도로 위임한 사항의 사전 검토 등

4건

재무관리전문위원회

•예산, 자금,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장기차입 등에 관한 사전 검토

•발전소 건설, 출자 또는 출연 등에 관한 안건의 사전 검토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조정 등 부채관리 계획 검토 등

8건

윤리경영전문위원회 
•윤리경영, 동반성장 관련 안건의 사전 검토

•이사회에서 별도로 위임한 사전 검토 사항 등
2건

감사위원회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와 회계에 대한 감사의 수행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3인의 감사 

위원 중 2인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중 1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선임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와 보상

이사회는 경영활동의 성과에 따라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 

이사 사장은 임기 내 달성한 경영목표와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하며,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 받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장과 경영목표를 설정후 계약을 체결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 받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개최횟수 회 9 7 6

심의건수 건 23 22 19

감사위원회 운영성과

구분 1인당 평균 보수액

상임이사 154,759

비상임이사 30,000

보수지급 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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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고도화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한국서부발전은 2002년 10월에 임직원들의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업 윤리헌장인 ‘서부인의 신조’를  

선포한 이래로 적극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순환 윤리경영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윤리경영 선진기업

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윤리경영 비전 

한국서부발전은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이라는 희망의 비전 2025 달성을 

위해 회사 비전과 전략을 기반으로 한 윤리경영 비전 체계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실행 체계 강화

청탁금지법 시행 및 글로벌 기업의 도덕적 해이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윤리경영 실행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 

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기업 비전 아래 ‘청렴윤리 실천강화’를 세부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윤리경영의 최고가치 및 추진영역

으로 ‘청렴성’과 ‘공정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가내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청렴도 평가

•권익위 부패방지시책 평가
이사회

•기획처 (윤리경영 전담조직)

•윤리제도 개선, 청렴문화 정착

감사위원회

•감사실 (감사업무 전담조직)

•부패척결 사정활동, 내부통제 점검

외부

협력사 청렴윤리협의회

청렴옴부즈만

반부패 시민감시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경영 의견개진

청렴윤리정책 자문

내부직원 비리고발

교육 및 캠페인

성과평가 반영

•조직평가 등급반영·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   

•미진지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2016년 연간 목표 및 전략과제 수행

실행체계 평가체계

윤리경영 실행 및 평가

부패 Zero, Global 윤리경영 선진기업 달성

임직원 윤리의식 고취 윤리경영 실천활동 강화윤리경영 시스템 내실화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윤리경영 실행조직 강화

•맞춤형 윤리교육 시행

•윤리제도 교육, 홍보 강화

•성과 측정 및 보상 강화

•윤리경영 추진의지 확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윤리경영 이벤트 강화

부패유발 차단활동 강화

•부패 상시 모니터링 강화

•부패 통제 IT 인프라 확충

•공익 신고문화 활성화

전략방향

윤리경영 

로드맵

윤리경영 

목표

청렴윤리 제도 도입을 통한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2011-2015년

제도개선 및 실행력 강화로  

윤리의식 내재화

2016-2020년

윤리문화 완성을 통한 

윤리경영 선진기업 달성

2021-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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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윤리교육 활성화 

신입사원 및 초급간부부터 고위직급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 윤리 관련 목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경영  

및 부패 취약 업무 담당자 등 윤리교육 수요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윤리경영 현안이슈에 대한 실시간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패 취약 업무분야 제도 개선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정책에 부응하여 부패 취약 업무분야에 대한 제도개

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부패 척결 자체 추진과제를 수립하

고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점검결과에 따른 추가과제를 발굴해 비정 

상적 인사관행 개선, 예산 운영 통제 강화, 출자기관 운영 투명성 제고,  

설비·자재 비리원천 제거의 4대 부패 취약 업무분야에 대한 집중 개선활동

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 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내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보장과  

비밀을 보장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윤리의식 내재화

윤리의식과 행동양식의 기준을 전파하고 청렴윤리제도 개선사항을 홍보

함으로써 본사 및 개별 사업소 전반에 걸쳐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수사례를 외부와 공유함으로써 보다 지속적

인 윤리의식 선진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보강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감사 전문

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청탁금지법 특강, 감사교육원  

온라인 교육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8.40

2014

8.45

2015

국민권익위원회 윤리경영 평가 (청렴도평가 결과)

8.56

2013

(단위 : 점)

청렴·윤리실천 다짐대회 

청탁금지법 특강

2016년 주요 추진 활동 및 향후 계획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시행

  청탁금지법 반영 윤리규정 개정 및 교육 시행

  현행규정 부패영향평가 점검 및 규정 개정 

  투명경영지수, 청렴교육 등 현황 관리

    팀 별 ‘찾아가는 청렴교육’ 시행  

(부패취약 업무담당자 교육 포함) 등

구분 추진실적

외부전문가 다방면 활용 해외근무직원 관리규정 검토, 청렴교육 및 토론회 실시, 업무연속성 체계 구축 제안서 평가, 세무관련 법률자문 실시

감사자문위원회 보강 회계사 1명, 기술사 1명, 변호사 2명

전문인력 보강 사이버 위협, 사업개발 이슈 대응 통신차장(정보통신기사), 환경차장(대기환경기사) 전입

타 기관 지원 발전교육원 종합감사 참여,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감사인력 파견

한국서부발전 청렴윤리센터

신 문 고 ,  청 탁 등 록 센 터  등  

반부패 및 청렴활동을 강화

하기 위한 사이트 운영

    http://www.iwest.
co.kr/clean/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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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EPO Vision 2025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

한국서부발전은 대국민 서비스 및 친환경경영 강화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경영합리화 및 효율화로 국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Vision 2025 중장기 경영전략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공익가치 창출, 친환경·안전 경영  

선도, 내부역량 향상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4대 경영 전략 방향으로 삼고 이에 따른 16개의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경영목표 재수립 

2016년에는 신기후체제 도입에 따른 대응, 체계적인 재난안전체계 구축 요구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주요 경영 이슈를 반영

하여 전략체계를 재수립하였습니다. 

“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

•온실가스 감축률 15%

•신재생발전량 10%

•설비용량 20,348㎿

•5대 핵심기술* 선도

•고객만족도 최우수기업

•상생협력(CSV) 선도

•지속가능경영 AAA

•  글로벌·전문인재 양성 20%

경영전략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
Vision 

2025

경영목표

 * 발전설비 운영기술, 가스터빈 국산화 기술, IGCC운영·연계기술,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술,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국정과제 적극 이행

•상생협력 공유가치 증대

•지역협력 지속 추진

•청렴윤리 실천강화

•신재생사업 지속 확대

•친환경사업 강화

•재난안전 선제대응

•고품질 경영활동 강화

•신뢰의 기업문화 구축

•인재양성 및 확보

•재무건전성 강화

•연료 원가경쟁력 강화

•발전운영효율 극대화

•고효율 설비 확충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발전신기술 역량강화

중장기 경영목표

공익가치 창출 친환경·안전 경영 선도 내부역량 향상 사업경쟁력 강화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른 주요 성과

4대 전략목표 핵심 KPI 2013 2014 2015 2016년 계획

공익가치 창출
고객만족도 최우수기업 지역사회 만족도 점 83.6 86.3 88.5 90

상생협력(CSV) 선도 동반성장 실적평가 등급 등급 우수 양호 우수 우수

친환경·안전 경영 선도
온실가스 감축률 15% (BAU1)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2) % - - 1.5 2.5

신재생발전량 10% RPS(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목표 달성 % 1.96 2.44 2.61 3.2

내부역량 향상
지속가능경영 AAA KoBEX SM3) 조사결과 등급 AAA AAA AAA AAA

글로벌·전문인재 양성 20% 글로벌·전문인재 인원 명 100 286 438 560

사업경쟁력 강화
설비용량 20,348㎿ 총 설비용량 ㎿ 8,917 9,315 11,047 13,920

5대 핵심기술 선도 5대 핵심기술 개발 이행률4) % 30 43 52 60

1) BAU(Business As Usual) :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현재 추세에 따라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는 배출량의 미래 전망치
2) 2015년 6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정부 지침을 반영한 온실가스 목표관리 추진
3) KoBEX SM(Korea Business Ethics indeX-Sustainability Management)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로 AAA가 최고등급임 
4) 5대 핵심기술을 구성하는 56개 세부기술에 대한 R&D 과제 이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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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과 연계한 지속가능경영 활동 

사람과 사회 그리고 환경을 중심으로 한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은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 이라는 전사 비전 및 경영목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이행을 

위하여 기업 내부 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별 이슈를 파악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운영 프로세스

전사 지속가능경영 방향성을 논의하는 지속가능경영협의체를 주축으로 경영전략의 4대 목표 달성에 있어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영역을 선정하고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

링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체계

•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

•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윤리경영 고도화

•  직무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채용

•  최적의 인재육성 및 공정한 보상

•기업문화 활성화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 

공익가치 창출 친환경·안전 경영 선도 내부역량 향상 사업경쟁력 강화

•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

•환경영향 최소화

•  환경법규 준수 및 사고 예방

•  재난안전관리 실행 체계 강화

•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사이버보안 국가정책 이행 철저

•발전운영효율 증대 

•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경영혁신

•신성장동력 확보

•위험 관리 고도화

•재무건전성 강화

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

환경·안전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 지속성장을 위한 서부의 도전 

•글로벌/전문인재 인원 438명 

•동반성장 실적평가 우수 등급

•지역사회 만족도 88.5점

•온실가스 감축량 100만 톤

•부산물 매출액 230억 원

•산업재해율 0.15%

•고장정지율 0.138%

•  해외 O&M 매출 증가액 62억 원  

(2014년 대비)

•5대 핵심기술 이행률 52%

중장기 

경영목표

지속가능경영 

추진영역

2014-2015년  

주요 활동

2014-2015년  

주요 성과

* 경영·경제 영역의 지속가능경영 추진과제는 전사차원의 중장기 경영목표로 일원화하였으므로, 환경·사회 영역 내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지속가능경영 과제 수립

한국서부발전은 2016년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과제에 대한 실행과 함께 이해관계자별 

이슈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과제

•협력사 임직원 안전교육 정례화
•협력사 안전 점검·모니터링 정례화
•서부발전 안전 점검·모니터링 성과 공유 
•  협력사 안전보건 관련 의견수렴 채널  

운영 강화 

공급망 안전경영 확산과제
3

•인권경영 정책 수립 
•인권경영 정책 대내외 공포
•  국내·외 사업장 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적용 
•  투명경영지수, 청렴교육 등 관련  

데이터 관리 및 모니터링

인권경영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과제

4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이 2030년까지 적용할 지구촌 개발 의제로, 빈곤 퇴치·기후변화 대응 등을 비롯해 경제성장·일자리 증진·지속가능한  
산업화 등 17개 목표와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서부발전의 대응 아젠다 확인

•  해외사업 지역에 특화된 사회공헌 니즈  
조사 실시

•  해외 사회공헌 활동 전개 및 실적 관리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전개
과제

2

SDGs 우선 대응 목표 및 관련 활동 보기(p. 94)  

기후·환경 관리 강화과제
1

•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Scope 3 등  
데이터 관리 고도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철저
•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발전소 환경설비 교체·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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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위원회

학계 및 산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속가능경영 시스템의 고도화를 목표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회는 4개 분과 8개 부문별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경영협의체와 CEO에 대한 자문과 협업을 진행하며, 보다  

효율적인 경영 성과 창출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책 이행을 위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합니다. 2015년 제12기 지속가능경영위

원회에서는 품질경영 중장기 전략과제 수립 자문 등 총 12회의 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 구성

기획관리본부장 기획처장

창조기획팀장 지속가능경영 담당

사장

창조기획팀

경영평가팀

기후환경팀

문화홍보팀

총괄협력팀

건설총괄팀

동반성장팀

계약자재팀

인재경영팀

노무복지팀

정부 및 주주 지역사회 협력기업 임직원

■ 담당부서   ■ 이해관계자

경영관리 환경관리

지속가능경영자문위원회

신규사업 중기육성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한편, 지속가능경영협의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위한 인터뷰 참가, 중대이슈 검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부 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부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 및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부 간담회 결과 보기 (p. 32, 33)  

기업문화

한국서부발전은 비전 2025 달성과 4대 핵심가치 활성화를 위해 8대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8대 실천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급변하는 발전산업에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업문화 

슬로건

3대 

실천원칙

Challenging & Creative KOWEPO (적극적 도전, 혁신적 창조)

성장을 위한 도전 소통을 향한 신뢰최고를 향한 열정

① 개인역량 강화

② 업무효율·능력 향상

③ 조직역량 강화

④ 경영목표 달성

⑤ 조직 일체감 향상

⑥ 구성원 상호존중

미래를 위한 상생

⑦ 구성원 상호협력

⑧ 공정한 성과배분

4대 

핵심가치

8대 

실천과제

Make First 
(최고의 위상)

미래 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서부인의 목표의식 

Move Fast 
(신속한 대응) 

경영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서부인의 행동원칙

Take Best 
(최선의 선택)

격변의 시기에 최적의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서부인의 실천의지

서부발전의 기업문화 활성화 활동 보기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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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정의와 소통

이해관계자와의 상호신뢰 형성은 지속가능한 기업문화 구축과 성과 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 요소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회사와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 영역을 정의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별 소통 채널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분석하여 지속가능경영 중대성 평가 및 경영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채널

주주총회, 이사회, 전력그룹사 

사장단회의, 기업설명회(상·하

반기), Annual review, 전자공

시시스템, 발전사 협의회, 해외 

로드쇼 등

업무별 협의체, 각종 정부지침,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 

정부 업무연락방, Alio 경영공시, 

정책간담회/정책토론회, 국정 

감사, 경영실적보고서(경영평

가), 기관장 모임, 사회공헌단체,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지자체 및 지역주민간담회, 옴부

즈맨제도, 지역지원사업심의위

원회, 지역심의위원회, 대외협

력위원회, 행정협의회, 소통협

의회, 장학위원회, 시민감시단,  

지역기관장 회의 등 

주주 및 투자자, 출자사 정부, NGO 및 대외협력기관 지역사회

거래소 이사회, 총회, 각종위원

회(비용평가, 규칙개정, 정보공

개, 계통운영보조), 한전워크

숍, 국내·외 전시회, 신규고객상

담, 발전사 견학, Alio 경영공시 

(정기·수시 공시), 각종 간행물 등

CEO와의 만남, 경영현황 설명

회·경영혁신 추진회의, 주니어

보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제

도, 사보, 만족도조사, 사회공헌 

활 동 ,  타 운 미 팅 ,  노 사 간 담 회 

(수시), 제안제도, 사업소 경영 

현안 설명회, 산업안전보건위원

회, 멘토링 등

협력사 간담회, 동반성장주관  

사업추진회의, CEO 서한, 중소 

기업 특별 지원 정책, 협력사  

만족도 조사, 협의체 운영, 청렴

도조사, 동반성장 서포터, 기술

정보 교류 및 교육, 중소기업지

원 홈페이지, 기술연구회, 협력

사 성과공유 아카데미 등

고객 임직원 협력사

이해관계자 참여 및 중대성 평가

윤리경영 고도화 KOWEPO Visi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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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및 중대성 평가

중대성 평가 실시

한국서부발전은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과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전사 경영전략 수립 및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매년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를 실시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중대이슈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Step 1.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 구성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활동과 관련된 언론 및 미디어 매체 기사 134건을 

분석하였습니다. (리서치 기간 : 2015.01.01~2015.12.31)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력회

사 및 민간발전사의 지속가능경영 보고 이슈를 분석 하였습니다.

GRI G4, EUSD(Electric Utilities Sector Disclosures), UN SDGs, DJSI, 

KoBEX SM 등의 지속가능경영 표준지표를 분석하여 주요 이슈 및 요구항목을  

검토하였습니다.

2015년 경영평가보고서, 이사회 안건, 사업보고서, 내부 전략과제(KPI) 및 사보 

등에 게재된 이슈를 검토·분석하였습니다.

미디어 리서치

글로벌 발전산업  
이슈 및 트랜드 조사

국내·외 표준분석

내부자료 검토

Step 1. 이슈 풀 구성 Step 2. 중대성 평가 진행

2015년 연간 도출된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슈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내·외부 자료 검토

도출된 이슈 풀을 바탕으로 사업적  

연관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한  

중대성 평가 진행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중대이슈를 

경영전략 과제와 연계하여  

보고 이슈 결정

① 미디어 리서치

② 글로벌 발전산업 이슈 및 트랜드 조사

③ GRI G4·SDGs 등 국제표준 분석

④ 경영평가보고서 등 내부자료 검토

① 사업 연관성

•  단·중장기 재무영향 검토

•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② 사회적 관심도

•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미디어 리서치 분석

① 중대이슈 선정

②   선정된 중대이슈 리스트에 대한 공유 

(경영진, 지속가능경영 TF 및 유관 부서 등)

③   GRI G4 Comprehensive 보고 형식에 부합하는  

목차 기획

Step 3. 중대이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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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46개의 이슈 풀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내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사업적 연관성

과 사회적 관심도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Step 2. 중대성 평가 진행

중대성 평가를 통해 10개의 이슈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중대이슈는 지속가능경영 TF 및  

최고 경영진에게 공식적으로 보고된 후 최종 확정됩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중대이슈에 대한 접근방식 및 위험과 기회, 주요 활동과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Step 3. 중대이슈 선정

중대이슈 GRI 측면 이해관계자

경영혁신 -

신성장동력 확보 경영성과, 시장지위, 훈련 및 교육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경영성과

재난안전관리 실행체계 강화 산업안전보건, 고객 안전보건, 협력사 안전보건

친환경 기술 개발 경제성과, 제품 및 서비스

환경영향 최소화 에너지, 배출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 배출

최적의 인재육성 및 공정한 보상 -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지역사회, 간접경제효과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 -

 주주 및 투자자   정부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   협력사

사업적 연관성Low High

H
ig

h
사

회
적

 관
심

도

10

9

8

7

6

5

1

2

3

4

6

4

92

8

10 1

7

5

3

윤리경영 고도화

중대이슈

일반이슈

중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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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안전 등  

환경·안전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저성장·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 발전산업은 이미 포화상태입

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발전산업의 확고한 기반 구축을 통해 해외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부발전이 주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의 경우 성장 가능성이 높으며, 서부발전의 O&M에 대한 니즈가 높습 

니다. 그러나 법·제도적 문제, 자금 조달 이슈 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화력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기후체제 도입에 발맞

춰 저탄소·고효율 청정화력발전을 중장기 성장모델로 설정하고, 특히 청정석

탄화력발전 기술인 IGCC와 IGFC*를 미래화력발전 핵심모델로 삼아 제도적, 

기술적 성숙에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IGCC를 건설하여 상업운전

을 운영 중인 만큼 장기적인 설비운영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발전산업 포화  #청정석탄화력발전 요구 증대  #설비운영 안정화   

#해외사업 고도화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지원 필요

“최근 대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이슈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탄소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 약 1,100만 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2015년 배출량 대비 2030년

까지 75%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 설비를 추가

적으로 보강하는 등의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

“지진 및 기후변화 등에 의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 관련 리스크를  

평가하여 핵심 리스크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세워 시행하

고 있습니다.”

#탄소경영 마스터플랜 수립  #미세먼지 저감  #환경설비 추가 보강   

#재난발생 대비 리스크 평가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발전산업 또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능동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향후  

미래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으로서 상생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다하기 위해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① 사업운영팀 이정수 차장

② 건설총괄팀 고재흥 차장

③ 기후환경팀 황수연 차장

④ 창조기획팀 김성헌 차장 

⑤ 연구개발팀 김용택 차장

⑥ 창조기획팀 신정한 차장

⑦ 에너지신사업팀 정한우 차장 

1 2 3 4 5 6 7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부 간담회 개최

주요 아젠다 

Agenda 1    발전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Agenda 2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안전 등 환경·안전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Agenda 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한국서부발전의 역할

Agenda 1 Agenda 2

* IGFC(Integrated Coal Gasfication Fuel Cell) : 석탄가스화 연료전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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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시민 

으로서의 한국서부발전의 역할
서부발전의 대응

지배구조 KOWEPO Vision 2025 이해관계자 참여 및 중대성 평가

•  국내 발전산업의 확고한 기반 구축을 통한  

해외사업 고도화

•  저탄소·고효율 청정화력 강화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 

•  청정석탄 화력발전인 IGCC 및 IGFC 기술력  

향상 및 경제성 확보

•설비운영 안정화를 통한 근본적인 신뢰성 확보

•  신기후체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온실가스 배출관리 고도화)

•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 및  

전략 구축

•환경 설비의 추가적 보강

•재난 발생 관련 핵심 리스크 설정 및 대책 마련

•  발전소 주변지역의 우수인재 양성 및 채용

•영세 중소기업 대상 생산성 향상 지원 

•진정성 있는 지역사회 사회공헌 전개

“서부발전과 지역사회 간 상생을 위한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태안군에 집중되어 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나

가는 것이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비수도권 인재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로드맵과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영세한 중소기업에게 설비와 자금을 지원해주고 기술개

발 및 인력양성 교육 등을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사회공헌의 경우에는 산업의 특성에 연계

된 활동과 봉사단을 필두로 한 지역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임직원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우수인재 양성  #영세 중소기업 지원  

#임직원의 역량을 활용한 재능기부

윤리경영 고도화

Agenda 3

발전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환경·안전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지역사회 

상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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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Value 
approach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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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장을 위한 서부의 도전

발전운영효율 증대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경영혁신

신성장동력 확보

위험 관리 고도화

재무건전성 강화

환경·안전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 

친환경경영 체계 강화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법규 준수 및 사고 예방

재난안전관리 실행체계 강화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

직무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채용

최적의 인재육성 및 공정한 보상

기업문화 활성화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

공정거래 이행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36

54

70

SuStainability 
Value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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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성장 둔화, 전력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변화, 규제 개혁 등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발전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미래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충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수익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등 비전통 화석 에너지 보급의 가속화 등의 대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추진할 뿐만 아니라 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재무적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주요 활동  : 2015년 중대이슈

2015년 대표 성과

해외 O&M 매출 증가액

62 억 원(2014년 대비)

서부의 도전

지속성장을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률

52 %

* O&M: 발전소 운영 및 관리

고장정지율 

0.138 %

* 발전 4개사 평균 : 0.211
* 고장정지율 = 정지시간/역일시간

발전운영효율  

증대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경영혁신 신성장동력  

확보

위험관리  

고도화

재무건전성  

강화

태안발전본부 하역부두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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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운영효율 증대

한국서부발전은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하고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아울러 에너지 경영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발전원가 및 열효율 개선

노후발전소 수익증대와 운영 효율화, 에너지경영 추진 등을 통한 전략적 설비 운영을 바탕으로 발전원가 절감 및 열효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세워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후발전소 운영관련 업무 개선

노후발전소의 전략적 설비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CEO 주관의  

분야별 전사 T/F 팀을 구성하여 평택기력과 서인천복합발전소의 설비를 대상으로 발전소 운영 전략 방향을 도출하였

으며, CEO 주관의 전사 비상경영 추진 주요과제로 월별 실적 모니터링 및 보완대책을 점검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능개선, LNG 직도입 등 설비투자를 2016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전운영효율 증대 

발전소 운영 효율성 증대 

저유가로 인해 유류 발전기 가동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평택기력은 가동전망과 연계한 수익성 향상 및 설비운영 안정성 

확보로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인천복합발전소는 전력예비율 증가에 따른 이용률 하락에 대비하여 투자비 최소화  

기반 비용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택발전본부 

평택기력발전소는 설비 이용률 증대를 위한 전략적 입찰  

시행으로 전력거래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바이

오중유 혼소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확보하는 등  

수익성 향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운전설비 상시모니

터링 강화 및 피크시간대 신뢰도 확보를 위한 휴일 중간

정비를 시행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서인천발전본부 

서인천복합발전소는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기술 적용을 

통해 방산열을 저감하고, 핵심부품 정비 기술 국산화로 

정비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동전망을 반영

하여 정비시기를 최적화함으로써 기존 151일의 계획예

방정비를 107일로 개선하였으며, 지역공급 난방열을  

활용함으로써 열공급 매출을 12.7억 원 증대하는 성과

를 달성하였습니다.

'14년 대비 영업이익 증대 '14년 대비 영업이익 증대대기오염물질 감축률 예방정비시간 개발률

476 억 원 73 억 원40 % 29 %

한국서부발전 발전소 소개

발전소별 자세한 소개와 함께 친환경, 

품질, 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활동 공개 

    https://www.iwest.co.kr/bsn/
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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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영 활동을 통한 원가절감 추진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경영 개선 활동을 통해 발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능개선, 운전방법 개선, 

낭비요소 제거 등을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소별 생산현황 (2015년)

발전소별 설비 이용률 현황

연소기 냉각증기 공급방법 개선

군산발전본부는 연소기 냉각증기 공급방법을 개선하여 기동시간을 45분 단축하는 한편, 냉각증기 압력제어밸브 개선으로 

용량 부족을 해소하는 등 운영방법 및 설계제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기동연료비를 4.3억 원 절감하였으며,  

전력판매금액의 49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연료비를 대폭 절감하였습니다.

공용시설의 최적운영방안 수립

태안발전본부는 인력 및 조직, 설비 개선, 설비 운영의 분야별 추진방향과 과제를 설정하여 그에 따른 최적운영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호기 별 건설로 인해 분산 설치된 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환경 및 화학 설비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 정비 분야를 통합하여 제작사 상이에 따른 비효율 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설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고장요인을 제거하고, 설비신뢰도 및 정비품질을 확보하는 등 분야별 48개의 과제를 도출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인천발전본부 고압전동기 업사이클링* 장비 개발을 통한 성능 개선

고압전동기 고장에 따른 신품 교체 후의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 ‘고압 전동기 재활용 

구조 개선 신기술’을 확보하여 2015년 8월에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전동기 통풍구 개선 및 냉각

팬을 권선온도 저감형 구조로 변경하는 한편, 철심재질변경 등 소비전력 절감형 개선을 통해 전동기 성능저하로 인한 소비전

력 과다 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을 향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압전동기 효율을 2.1%까지 향상하여 9.4억 원 규모의 소비

전력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업사이클링 : 리사이클링(부품 재활용)과 업그레이드(수명연장, 전동기 효율향상)의 합성어로 제품의 활용방법 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만드는 것

생산능력(MW)

생산실적(MWh)

구분 태안발전본부

4,000

32,462,138

평택발전본부

2,749

9,028,677

서인천발전본부

1,800

3,708,766

군산발전본부

718.4

2,764,074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태안화력 % 96.7 93.4 92.6

평택화력 % 30.0 15.9 29.2

평택복합 % 43.1 7.9 0.1

평택2복합 % -* 100.8 71.6

서인천복합 % 80.8 52.5 23.5

군산복합 % 85.1 73.4 43.9

신재생 % 15.7 24.9 33.8

총계 % 76.2 64.8 59.0

* 2014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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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운영효율 증대 

신규 발전소의 적기 건설

고효율 석탄발전소와 청정가스발전소, 소수력, 풍력, 태양광, 석탄가스화발전소(IGCC) 등 신규 발전소의 적기 건설을 

통해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6년 건설을 완공하여 상용화 운전 시행중인 태안 IGCC와 태안  

9, 10호기는 공정 재분석을 통해 충분한 시운전 기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건설 품질 신뢰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였습니다. 특히, 태안 IGCC는 가스화기 최초점화 등의 핵심공정을 준수하여 목표 대비 종합공정률 10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화순풍력 및 장흥풍력 등의 준공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ESS(에너지저장

장치)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지속 확충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 추진 현황

신규 발전소 시운전 조직 및 인력 보강 

한국서부발전은 ‘고효율 발전소 적기 건설’이라는 전략과제에 따라 조직을 보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강화함으로써 발전소 

적기 준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Business Case

  태안 9, 10호기 시운전 조직 보강 현황

태안 9, 10호기 건설 공정에 따라 시운

전 조직의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2팀에서 4팀으로 조직을 확대·보강하

였습니다. 동시에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발전소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노사간담회를 통한 인력 전환배치를  

시행하여 유연한 인력 운영으로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운전공무팀

여수그린에너지

•위치 : 전남 여수

•사업기간 : 2014.10 ~ 2019.11

•설비용량 :   718.4 MW 

636 Gcal/h

신평택복합

•위치 : 평택발전본부 내

•사업기간 : 2017.04 ~ 2019.11

•설비용량 : 942.9 MW

태안 #9, 10

•위치 : 태안발전본부 내

•사업기간 : 2012.10 ~ 2017.04

•설비용량 : 2,100 MW

태안 제2소수력

•위치 : 태안발전본부 내

•사업기간 : 2016.09 ~ 2018.10

•설비용량 : 5 MW

장흥풍력

•위치 : 전남 장흥

•사업기간 : 2016.11 ~ 2017.12

•설비용량 : 16 MW

시운전팀

#9, 10건설처

시운전실

기계팀

계측제어팀

전기팀

시운전팀

#9, 10건설처

시운전실

기존 현재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사업주기술용역(OE)

평택발전본부

태안발전본부

장흥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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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한국서부발전은 국가 경제발전에 전력이 필수임을 인식하고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해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공급능력을 확보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re Issue

중대고장 최적 관리

발전설비 생애주기를 반영한 중대고장 핵심설비 집중 관리

설비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발전 설비관리의 경우 고장정지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가동연수별 구성비율 및 고장유

형을 분석하고 있으며, 발전설비 비정상 시 가동되는 조기경보 대응시스템 확대 운영과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바 

일 설비점검을 통해 고장정지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고장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해 중대고장의  

예방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기회 •첨단 IT 접목 신기술 활용 가능

 •서부발전만의 발전설비 개선 역량 보유

  위기 •설비 노후화로 인한 고장요인 증가

 •가뭄, 사이버 침해, 자재조달 등 손실요인 발생 가능성 존재

전력피크 기간의 체계적 고장 예방 활동 전개 

한국서부발전은 전력피크 기간의 공급능력 극대화와 발전설비 안정화를  

위해 동·하계 피크기간 동안 고장예방 활동, 설비관리 및 비상체계 강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년 대비 고장 건수를 

31% 감소시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Business Case

2014년 대비 고장 건수 감소율

31 % (16건→11건)

2013

771

199
328

2014 2015

 고장정지시간(시간)  ■ 비계획손실량(Gwh)

218246

1,054

•국내·외 사고사례 파악

•  설비이상 조기 감지  

- 온라인 감시 시스템 등

•전문원, 전력연구원 

•  제작사 합동 진단   

- 고장유형 및 결함원인

•단기 : 긴급정비

•  장기 : 설계변경·교체 및  

설비개선

•타 발전사 사례 전파

•유사고장 방지대책 수립

고장 예측 정밀 진단 예방대책 시행 성과 공유

“중대고장 예방을 통한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고장정지시간 및 비계획손실량

고장 대응 프로세스

전력 수급 비상상황 대비 단계별 위기

대응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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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선제적 대응으로 발전손실 최소화 

발전소 운영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최근 발전소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주안점을 둘 곳은 안전

임을 인식하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발전사 최초로 자연환경, 작업조건, 작업공정별 위험도 

등 Big Data 분석을 통해 안전 상태를 계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강화

IT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자 내부 정보 및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국가정보원 및 산업 

통상자원부의 보안정책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절차 및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성 검토를 완료

한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의 외부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발전제어시스템 사이버침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하고 절차에 따른 실전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61개 공기업 중 4위를 달성함과 동시에 고객 개인정보 보호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사례 

또한 없습니다.

Global Top 품질경쟁력 확보

한국서부발전은 품질경쟁력의 강화와 Global Top 품질기업 달성을 위해 서부발전형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중장기 

품질목표

품질비전 Smart Quality for Value Creation (가치창출을 위한 스마트품질)

Global 품질경영 정착 Asia Top 품질기업 Global Top 품질기업

2015-2017 2018-2021 2022-2025

전략과제

전략방향 품질경영 문화구축 품질시스템 혁신 품질전문성 강화

사이버테러 시 발전제어시스템 응급

복구 훈련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점수

84.2 점

•글로벌기준 품질리더십 확립

•KOWEPO 품질경영지수 운영

•고객중심 품질경영체계 운영

•유관기관 품질파트너십 강화

•3S 기반 품질매뉴얼 혁신

•품질비용 관리시스템 운영

•품질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협력업체 품질경영 역량강화

•품질인력 글로벌 역량강화

•품질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발전설비 운영품질 고도화

•전략적 품질개선활동 추진

품질경영 진단결과 발표회

품질경영 고도화 

품질경영 전략체계 구축 | 한국서부발전은 글로벌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5년 전문기관을 통해 품질경영시스템을 

진단하고 품질경영 전략체계를 재구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품질경영 비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개 전략 방향에 

12개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현장 품질 분야에서는 설계, 운영, 정비 등 업무수행 단계별 품질관리 프로세스 진단

을 통해 품질경쟁력 저하원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불필요한 품질규제는 제거하였고 안전과 설비 신뢰

성에 관련되는 품질관리 프로세스는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설비 경상정비 및 계획예방정비공사의 품질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 품질검사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품질관리

의 사각지대 제거로 발전설비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발표회를 개최하여 진단결과를 전사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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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주요 성과

고장정지 시간

218 시간

저품질비용*

5 % 저감

비계획손실률 

0.15 %

1

3

2

4

전국 및 국제품질 경영대회 한국의경영대상(경영품질부문)

발전사 최고성적 달성 발전사 최초 수상

품질문화 정착

품질시스템 혁신

*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못해서 발생되는 비용

1   품질기술교류회 워크숍  2   한국의경영대상 수상  3   2015 국제품질분임조대회  4   품질명장협의회 창립총회

품질개선 전문가 양성 가이드북 

발전기자재 품질검사매뉴얼

스마트한 품질경영 문화 확산 

발전기자재 품질검사매뉴얼 개발 | 최근 발전설비가 대형화되고 신기술이 적용된 부품이 많아짐에 따라 품질확보를  

위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부발전은 석탄화력, 복합화력 분야의 축적된 품질검사 기술을 총 3권으로 

결집하여 주요 발전설비 기자재 63종에 대하여 최신 기술자료, 제작 및 검사기준, 제작공정, 품질검사계획서 및 절차서, 

품질검사 경험자료 등 발전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기자재 품질검사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 

니다. 또한 이를 전 사업소에 배포하고 협력회사에 전파하여 품질검사 기술 수준 향상과 전력산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 

하고 있습니다.

품질개선 전문가 양성 가이드북 발간 | 현장에서 축적한 품질개선 전문지식과 경험을 집대성하여 「품질개선 전문가 양성  

가이드북」을 발전산업계 최초로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은 품질개선기법 분야에서 서부발전의 우수사례를 예시로  

현장개선, 상생협력, 안전품질 등 8개 분야의 품질개선 전문지식과 경험을 설명하고, 품질개선 7가지 도구 등 품질개선

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지속성장과 기업가치를 높이는 품질개선 전문가로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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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경영혁신

경영혁신 

한국서부발전은 경영정상화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한 현안 과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혁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CEO 주관의 전사 비상경영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경영전략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OWEPO 3.0

한국서부발전은 정부3.0에 부응하여 KOWEPO 3.0을 구축하였습니다. KOWEPO 3.0은 서부발전이 이행해야 할  

3대 전략을 이행방향으로 설정하고, 정책과제들을 통합,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입니다. 

KOWEPO 3.0 추진체계

사업소 별 현안문제 R&D 공고를 통한  

정보공개 R&D 모델을 활용하여 8건의  

중소기업 현장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

UAE 발전플렌트 수출상담회 주관 및  

17여 회 발전6사 공동 국내, 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지원

이란 내 수출지원센터 개소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KOWEPO 3.0 구현을 통한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핵심과제

성과

전략

전략 방향
투명한 

KOWEPO
유능한 

KOWEPO
서비스 

KOWEPO

중소기업 맞춤형  

신 R&D 모델 구축

공공기관 협업지원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수요자 맞춤형 해외지원 사업 발굴로  

해외 동반진출 극대화

중장기 경영전략 기반 혁신전략 설정

한국서부발전은 중장기 경영전략에 기반하여 16개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익가치 창출
친환경·안전  

경영 선도

내부역량 향상
사업경쟁력  

강화

국정과제 적극 이행, 지역협력 지속 추진 등 4개

신재생사업 지속 확대, 재난안전 선제대응 등 4개

신뢰의 기업문화 구축, 인재양성 및 확보 등 4개

발전운영효율 극대화,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등 4개

4대 전략방향 16개 전략과제

추진 영역 과제3대 혁신방향

발전기술전문인력 양성 등

연료공급 설비 개선 등

경상 및 위탁 프로세스 개선 등

•인적자원개발

•조직개선 등

•발전설비 운영

•신규사업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Process

Product

People

생산성 향상 BP 경진 대회

중장기 경영전략(KOWEPO Visi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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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적 혁신활동 추진을 위한 실행 인프라 구축

상시적 혁신활동 추진을 위하여 혁신추진 조직 및 활동지원 전문가 등의 실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품질명장, 

제안명인, 6시그마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전문가를 둠으로써 과제 지도 및 자문으로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분
6시그마 벨트인력

국가품질명장 한국제안명인
MBB BB GB FEA

배출인원 8 82 314 8 29 14

(단위 : 명)혁신활동분야 핵심인력 배출현황(누계)

자본, 노동, 지식 생산성 부문 과제 도출

품질개선 우수활동 성과공유

혁신과제 발굴 추진

현안해결 위한 제안활동

•생산성 향상 부가가치 성과 목표 초과 달성

•경영진 주관 생산성 향상 T/F 운영 

•전국 및 국제품질 경영대회 ‘발전사 최고성적’ 달성

•품질경영대상 수상

•전국대회 국제대회 수상 (총 10건 발표) 등 

•국민부담 완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전년 대비 혁신과제 추가 달성

•2년 연속 한국아이디어경영 대상 수상

•최고 경영자상 수상 등 (제안명인 1명 배출)

업무 혁신

아이디어경영대상 

생산성향상 표창

책임과제 수행선도

과제 모니터링

혁신비전 제시

과제발굴/진도관리

개선과제 관리

과제 방향설정

과제운영/인재양성

과제발굴/수행

현안과제 해결

과제 평가/자문

처(실)장

CEO

부문 사무국

전사 사무국

실행조직

혁신전문가

혁신조직구성

경영혁신활동 추진 현황

한국서부발전은 전략과제를 내부경영평가(KPI)와 연계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인사평가, 승진제도 및 성과보상제도로 

반영되어 경영혁신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혁신활동 

운영제도

6시그마

•혁신과제 166건 수행

•6시그마 인력 412명 확보

품질분임조

•품질경영대상 등 수상

•국가 품질명장 29명 (공공기관 1위)

제안활동

•한국아이디어경영 대상 수상

•생산성향상 우수기관 수상

•제안명인 등 21명 확보 (국내 2위)

CoP* (학습조직)

•특허 27건 출원

•  잠정보유 및 기술이전을 통한  

0.94억 원 성과 창출

전략실행

과제실행

*CoP(Community of Practice) : 토의나 지식공유, 문제해결을 함께하는 학습 조직 

* MBB(Master Brack Belt) : 6시그마 활동의 최고 전문가로 한 기업의 6시그마 활동을 실무적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함
* BB(Black Belt) : 6시그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문제 해결 전문가 
* GB(Green Belt) : 6시그마의 실무자로 과학적 기법을 할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 FEA(Financial Effect Analyst) : 6시그마 프로젝트의 재무성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전문가 

2015년 혁신활동 추진 성과

6시그마

제안활동

CoP활동

합계

166 건

1,195 건

60 건

1,4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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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혁신 참여 촉진 체계 구축

임직원의 자발적 혁신 참여를 촉진하고, 혁신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

하고 조직 및 개인별 평가를 통해 인사연계 및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회사 홈페이지 내 생산성 향상, 창의력 및 사고의  

전환,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등의 포스터를 연중 게시해 임직원들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경영혁신에 기여한 고성과자를 대상으로 CEO의 직접 포상과 수상자 홈페이지 공지 등 우수자에 대한 포상을 더욱 강화

하여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돕고 있습니다. 

혁신플랫폼 및 콘텐츠 구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존 여러 홈페이지 내 분산되어 있던 경영현황 정보와 혁신자료를 하나의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제공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의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서부발전 홈페이지 내 별도 콘텐츠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유연탄 구매비용 절감, 발전설비  

효율 향상 및 건설원가 절감을 통한 

약 286 억 원의 자본생산성 향상

효율적 인력운영, 사업 노하우 및  

발전소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총 320 억 원의 

노동분야 부가가치 달성

R&D 기술개발 및 혁신노하우 등  

고유의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약 48 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2016년 2월, 2015년도 BB(Black Belt) 인증직원과 제안명

인 및 생산성향상 경진대회 우수직원에 대한 인증식 및 포상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서부발전의 혁신전문가로서  

향후 혁신활동 실행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영현황 
오픈이노베이션 

제안 토론방
발전현황 혁신 자료방혁신활동 현황

발전 5개사 재무상태,  

점유율, 발전량,  

이용률 등

사업소 별 발전량,  

이용률, 고장정지율 등 

혁신활동, 우수자 및  

BP경진대회 등  

혁신 실적자료 게시

이슈, 문제점 등  

공유 및 협업 등

혁신과제 추진실적,  

혁신 인력 등

홈페이지 내 혁신 참여 포스터 게재 

통합정보

시스템

분산

기존 변경안

발전운영 혁신활동(PTS)

재무정보 제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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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확보

한국서부발전은 신기후체제 출범, RPS 제도강화 등 대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신재생사업 

확대 등 ‘친환경 자원순환형’ 발전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비전과 연계한 중장기 해외사

업 추진전략에 따라 해외 신규진출기반확보 및 기존 성장거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re Issue

해외사업 내실화

해외사업 추진방향

해외 신규진출 기반확보 및 기존 성장거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

소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글로벌 에너지 소비 추세를 분석하여 지속적인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석탄, 가스 발전 사업과  

안정적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수력발전, 그리고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투자 최소화로 수익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발전

소 운영 및 관리(O&M)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매출 확대

사우디,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 9개국에서 12개의 해외사업을 운영 및 개발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은 운영 중인 해외사업

에 대해 현지인력의 국내교육 시행 및 정기적인 현장조사, 수시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설비가동율을 향상하고, 고장정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인도복합 준공(388MW)에 따라 해외매출 증가가 기대됩니다. 

기존 거점 기반 사업 확대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분석하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성장거점 중심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특히, 투자 및 O&M 사업의 융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공략할 

거점으로 삼고, 기 선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숨셀-5 O&M의 정비인력, 정비자재 등의 기반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발

전사업 O&M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규지역 선점

한국서부발전은 성장세인 해외 IPP*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추가사업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수한 설비운영기술력을  

기반으로 노후발전소 성능복구(ROMM**)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베트남 태양광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신재생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회 •미래핵심기술 선도를 통한 시장 점유율 및 거점 확대

 •전략지역 투자사업 집중 공략 가능 

 •발전설비 용량 확대로 인한 장기적 사업 운영 안정성 확보

  위기 •전력수급 위기

 •정부 안전·품질체계 강화 요구

 •국내 발전산업 정체기 진입, 경쟁심화

전략 방향 해외 사업 매출 확대 기존 거점 기반 사업 확대 신규지역 선점

2025년 해외매출 1.5조 원 글로벌 기업 도약 

해외매출액

2013

161

229

173

2014 2015

■ 매출액 (억 원)    해외비중 (%)

0.540.36
0.28

* 2014년 대비 약 56억 원 증가 

*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 : 민자발전사업
**   ROMM(Rehabilitation Operation Maintenance Management) : 노후 발전소의 성능을 복구한 후 일정기간 설비운전과 유지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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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확보

설비 용량 경영목표 개선

신규 수립한 Vision 2025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설비용량 경영목표’를 개선, 변경하였습니다. 화력 및 신재생, 해외사업 

등의 설비용량 및 발전량을 재설정하였으며,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노후설비의 대체 및 조기폐기 여부, 지분매각 

관련 유보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및 발전 계획 구체화를 통해 서부발전의 장기적 비전을 달성하고 지속 성장

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술을 5대 미래핵심기술 중 하나

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의 중, 장기 로드맵을 재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실행체계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부족과 신재생공급 의무화제도 목표가 지속 증가하는 사업 환경을 반영하여 신재생연료 다변화 및 에너지 저장  

기술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육상풍력벨트 구축

신재생 로드맵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신재생 전원 개발을 위해 육상풍력벨트 구축을 통한 신재생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2015년 화순풍력 준공으로 육상풍력벨트 토대를 구축하였고, 추진중인 장흥풍력 준공시 운영비용 135억

원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육상풍력단지에 ESS연계로 정부의 계통안정 정책에 부응하였습니다.

신재생 전원 확대

8 개

2015 RPS  

의무목표(2.6%) 달성률 

신재생 발전비율 2.6 %

(1,500GWh)

신재생 발전비율 4.5 %

(2,900GWh)

신재생 발전비율 10 %

(5,600GWh)

2015년 2018년 2025년

신재생 분야 기술교류회 개최를 통한 개방·공유·소통·협력 이행 

한국서부발전은 신재생 발전분야에서 정부3.0 추진 체계와 부합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협력과 소통 강화를 위

해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류회에는 최근 발전산업 이슈에 대한 3사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논의를 목적으

로 두산중공업 및 두산퓨얼셀 전문가들이 초청되었으며, 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및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두산중공업과 두산퓨얼셀이 진행 중인 IGCC, IGFC, 풍력, ESS 등 신재생 발전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발전산업 이슈 대응 및 3사간 기술협력 공동협력 방안에 대한 사내외 전문가들의 상호 토론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발전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풍력, ESS, 연료전지 등과 같은 신재생 발

전원에 대한 최신 기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공동 협력 방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Business Case

100 %

서남해상풍력 추진

에너지 고갈 위험 및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해 해상풍력 시장 

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해상풍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외 발전 6개사는 서남해상풍력 발전 

단지 개발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서남해상풍력 개발단지

는 최종 확산 단계인 2023년에 연간 6,680GWh의 발전량을 확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주변  

해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 환경적인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1단계 

실증

2단계 

시범

3단계 

확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달성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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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핵심 기술확보

5대 미래핵심기술 확보

한국서부발전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5대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확보방향을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2016년  

3월 재수립하고 56개 세부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2015년 5대 핵심기술 개발률은 52%입니다.

Voice of Stakeholders

“청정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서부발전의 미래성장동력 태안 IGCC”

꼬박 10년, 우리나라 최초의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의 건설을 위해 한국서부발전에서 고군분투했던 시간입니다. IGCC 플랜트  

사업은 서부발전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청정 신재생에너지로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 팀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IGCC 플랜트 사업인 만큼 원천 기술사의 기술을 100% 받아들이기

보다는 최적화된 공정 설계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2016년 8월, IGCC가 준공되었습니다. 저는 준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IGCC 기술은 청정연료, 합성 가스 등 다양한 화학원료를 생산하는 기술로 확대 및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의 이번의 성공적인 준공을 발판삼아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태안발전본부 시운전발전처 시운전팀 이정수 팀장

전문기관과의 기술 협업

국내·외 발전설비 전문기관과의 기술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 취약설비 성능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신개념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정비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기술정보시스템 활용도 제고

기술정보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발전소 생애주기 별 핵심기술을 축적하고 전사적으로 공유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관리 체계 및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정보공유 및 자료등록 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

를 달성하였습니다. 

5대 미래 핵심 기술 확보 방향

단기 (2015~2016년) 중기 (2017~2020년) 장기 (2021~2025년)

•ICT 융합 설비/안전관리

•3D 프린팅 활용기술

•USC 연소시뮬레이터

•선진제어 알고리즘

•  표준석탄화력 수명연장  

실증연구

•운영기술, 부품 국산화

•고온부품 시험설비 구축

•연소튜닝기술 자립

•한국형 가스터빈 개발

•H-Class 부품 국산화

•가스터빈 실증단지 구축

•한국형 IGCC* 구축

•가스화 Test-bed 개발

•운영기술 고도화

•부품국산화/연계기술

•운영기술/국산화(계속)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바이오중유 상용화

•발전용 축분연료 개발

•풍력/연료전지 운영기술

•발전용 축분연료 상용화

•고효율 연료전지기술

•바이오발전 엔지니어링

•0.1MW급 연소전 CCS**

•CO2 연료화 원천기술

•1MW급 연소전 CCS

•CO2 연료화 Pilot 설비

•10MW급 연소전 CCS

•CO2 연료화 실증설비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 석탄가스화복합발전
** CCS(Carbon Capture &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① 발전설비 운영기술

② 가스터빈 국산화 기술

③ IGCC* 운영·연계기술

④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술

⑤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활용 교육 /  

사용자 의견 수렴

관리, 운영 기준 제정 / 

의식 확산

핵심기술 축적 /  

활용도 제고

5대 핵심기술 개발률 현황

2014년 대비 9 p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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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최초 비투자를 통한(수주입찰) 사업주 기술지원 용역 수행

•민간사업자의 경쟁우위 확보 및 상생협력에 기여

•공동투자 사업으로 연료직도입 추진을 통한 경쟁력 확보 예정

•평택2복합과 공용설비 공유를 통한 시너지 향상 기대

여수그린에너지신평택복합

연구개발 성과 및 대표 핵심 기술

2015년 말 기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용은 0.64%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 

이후 완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총 262건이며, 57건의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IGCC 기술 | IGCC 기술은 석탄화력 오염물질의 주범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먼지를 천연가스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으며, CO2 포집설비와 연계 시 기존 석탄화력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CO2를 포집할 수 있어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친환경 발전설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2016년 6월 태안 IGCC 의 최초 발전개시에 성공하였으며,  

준공 이후에도 철저한 실증운전을 거쳐 한국형 IGCC 표준화 모델개발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IGCC 기술은 발전시

스템 적용뿐만 아니라 합성가스를 이용한 대체천연가스(SNG), 석탄액화(CTL), 수소 생산과 더불어 여러 가지 화학원

료(암모니아, 메탄올 등)를 생산하는 기술로도 확대 가능해 세계 에너지시장에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출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가스터빈 기술 | 해외 기술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형 가스터빈의 경우 2019년 이후 실증단지 구축을 목표

로 2016년에는 가스터빈 부품에 대해 국산화율 71%, 국산화 품목 수 1,800가지 이상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주 기술지원 사업 추진

사업주 기술지원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평택복합과 여수그린에

너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확보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272 건

연구개발비용 

27,136 백만 원 

2013

28,025 27,136

0.64%
0.58%0.51%

27,738

2014 2015

연구개발 성과

■ 연구개발 비용 (백만 원)

 매출액 대비 비율 (%)

*  IGCC 실증 플랜트 투자비 제외 

2015 
주요 성과

태안 IGCC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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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고도화 

한국서부발전은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 및 최소화하고 위험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험 관리 전략하에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9개 분야, 16개 핵심위험 지표를 도출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 관리 전략

한국서부발전은 위험 기반의 예방적 내부견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경영 위험은 위험관리 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시스템과 상시·비상시 위험관

리 조직을 통해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감사부서에서는  

직무별 위험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리스크 수준별  

3단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위험 식별 및 대응활동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 요인을 정의 및 분류하고 있으며, 업무 특성 및 대내외 지적 사례, 경영현안 등을 반영하여 

매년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 관련 분야를 포함한 9개 분야, 16개 핵심위험지표를 도출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환율,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 부채비율 등 적정 재무성과 도출

적정재고 등 연료가격 및 공급안정성 확보

영업이익률 예산(비용)절감으로 수익성 제고

전력판매수익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매출 증대

고장정지율, 가동률 등 발전설비 운영 안정성 확보

내부수익률 사업추진 과정별 수익성 검토

대기 배출 기준 준수 등 환경 및 재난관련 위험발생 대응

위험 관리 조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 및 비상시 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 조직은 사전적 위험

예측 및 관리를 시행하며, 비상시 조직은 위험관리위원회 하 부문별 논의를 거쳐 위험요인 발생 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담당

11개 부서

기획처 

재무예산팀

상시 조직 비상시 조직

부채관리

위원회

연료구매 

협의회

전사 

위험관리위원회

환위험관리 

위원회

사업선정 

위원회

      저위험

일상감사,  

상시모니터링

      중위험

종합감사,  

재무감사
      고위험

특정감사,  

성과감사

1

2

3

재무관리

연료관리

예산관리

전력거래

발전운영

신규사업

환경관리 등

위험 관리 분야 핵심위험지표 대응활동

9개 분야, 

16개 핵심위험지표 도출 

및 정기 모니터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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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관리 고도화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

위험 관리 조직과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운용을 통해 위험 요인의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위험

관리 기능을 수행하여 사전에 위험 발생을 점검, 대응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위험관리  

의식을 전사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별 차장급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 전문가들은 분야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계량화한 후 대응방안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실)장급으로 구성된 전사위험

관리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대응방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각적 위험관리를 통한 국내·외 사업 내실화

해외사업별 특수성 및 운영리스크를 반영하는 사업 표준모델을 구축하여 운영단계에서의 돌발 비용 발생을 사전에 제거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가치 및 협상력 제고를 통한 비핵심사업의 출구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주주사를 신규로 영입하여 사업금융 확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사 및 전력그룹사와의 협업으로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국내, 외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사 위험지표의  

총괄관리 시스템

ERM (위험관리시스템)

주의구간 진입 시 담당자에게  

조치 통보

EWS (조기경보시스템)

주요 경영관련 지표의  

실시간 공유 및 모니터링

EIS (경영자정보시스템)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신규사업 위험 평가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재무건전성 확보하고 투자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외부 전문가 

참여

신규사업검증 

프로세스

개발부서

(자체타당성점검)

사업선정위원회

(사업선정)

전사위험관리위원회 

(사업리스크 검토 및 상의)

이사회

(투자확정)

사업성,

경제 분야위원

재무,

법률 분야위원

위험 인식 대응 프로세스

시나리오 설정

핵심지표  

모니터링

위험인식

상황발생

대응활동 전개

0105

04

03

02

위험 인식 대응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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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강화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관리계획 수립·이행, 선순환 투자 증대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활동을 이행함으로써 부채를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실행체계

부채감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CEO 주도 하에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개년 이상

의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재무위험 관리 강화, 효율적 자산운영, 합리적 예산 집행 및 절감 등으로 부채를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내외부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까지의 부채비율과 영업이익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중장기 재무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2018년 배출권 거래단가의 상승 전망에 따라 일시적인 하락이 예상되나 부채비율은 하향 추세

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 하에 지속성장 기반 구축

추진전략

목 표

중장기 재무예산계획 

수립 및 피드백 시행

재무구조 안정을 위한 

재무위험 관리강화

효율적 자산운영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여

예산 편성/집행 및 

사후평가 합리화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155.7% 153.4% 149.0% 148.1% 146.2% 12.4% 10.8% 6.9% 6.0% 5.9%

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2020

2015년 재무건전성 확보 이행 노력

고장정지 시간 감소와 

발전기의 전략적 운영을 

통한 영업이익 제고

발전부산물 판매로  

부대사업수익 확보

재고자재 축소로  

관리비용 절감 및  

무형자산 활용 확대

경상경비 등의 합리적 

집행 및 절감노력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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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강화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선순환 투자 증대(2016 - 2020년)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통해 확보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력수요 증가추세 둔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설비  

보강 투자를 늘리고, 해외 발전산업 기회 확대에 따라 관련 분야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최근 이슈가 

된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투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5년 간 투자비 계

38,588 억 원

투자비

(2016~ 

2020년)

주요 내용

투자 구분 신규화력

5,478 억 원

태안 9, 10호기  

준공(2017년) 등

신규 신재생 

6,235 억 원

태안 IGCC,  

장흥풍력, 서남해

해상풍력 등

해외사업

5,170 억 원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 인도네시아 

신규화력 등

노후설비 보강

15,179 억 원

서인천복합,  

평택기력·복합 등

미세먼지 대응

3,246 억 원

태안 1~8호기  

환경설비  

교체·신설

기타

3,280 억 원

업무설비,  

통신·전산설비 등

성실한 납세를 바탕으로한 조세전략 이행

한국서부발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선량한 기업 시민으로서 법인이 가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정부의 세수 및 공공서비스 증대, 주주 이익 극대화 등 선순

환 구조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및 서부발전이 진출해 있는 모든 국가의 조세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테두리 내에서 조세전략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성실한 납부의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하는 조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http://dart.fss.or.kr/) 있습니다.  

•  특히 매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납세 정보 현황 등 조세 관련 내용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

고 있습니다.

•  조세관련 규정 및 정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세이슈로 인한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국세청이 역외탈세와 국제거래 이용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제거

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을 장려함에 따라 세제 정책에 맞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

고 있습니다.

투명한 조세정보 공개 조세 리스크 관리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법인세 부담액1) 원 9,929,938,534 31,581,067,783 74,016,801,086

이연법인세 비용2) 원 17,567,799,520 (11,403,734,497) 36,583,827,006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원 (168,997,535) 10,745,931,230 402,137,949

법인세 비용3) 원 (20,972,346,786)* 28,296,576,804 112,299,249,597

1) 법인세부담액 = 당기법인세
2)   이연법인세 :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  

차이로 인해 세금을 이연하는 것으로 예상  
법인세 효과

3) 법인세 비용 = 당기법인세+이연법인세

* 조세특례법에 따른 IGCC 신재생 설비투자누적액(09~12년) 세액공제 환급 발생 

대표 성과

한국서부발전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채비율, 영업이익률, 총자

산순이익률 등의 계량지표에서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을 뿐 아니라 재무관리체계 개선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의 비계량지표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채비율 당기순이익영업이익률

164.1%
11.6% 3,003

2015 실적2015 실적 2015 실적

165.4%

6.8% 2,069

2015 목표2015 목표 2015 목표

달성도 

101%
달성도 

171%

달성도 

145%

(단위 : 억 원)

영업이익률 초과 달성으로  

전년 대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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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위한 노력 

환경·안전 가치

친환경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은 환경 비전 달성을 위해 친환경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세부 환경목표와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경영선도로(Eco-Friendly) 지속가능경영을 실현’ 

하고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사업장 내 잇따른 대형재난안전사고로 인해 안전경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증대되면서 엄격한 재난안전체계를 구축

하고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비하여 지역주민과 임직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표 성과

CO2 감축량 

100 만 톤

산업재해율 

0.15 %

부산물 매출액

230 억 원

주요 활동  : 2015년 중대이슈

친환경경영  

체계 강화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법규 준수 및 

사고 예방
재난안전관리  

실행체계 강화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태안발전본부 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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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경영 체계 강화

한국서부발전은 ‘국민 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으로서 신기후체제 선도, 환경영향물질 배출 ZERO화,  

자원 순환형 발전소 구현, 환경을 통한 공익가치 창출이라는 4대 전략과제를 통해 친환경경영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환경 비전 및 체계

친환경경영 체계 강화

“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

•온실가스감축사업 확대

•에너지 新사업 추진

•배출권거래 대응

•저탄소 문화구축

신기후체제 선도 환경영향물질 배출 ZERO화 자원 순환형 발전소 구현 환경을 통한 공익가치 창출

•최신환경설비 강화

•친환경물질 사용

•친환경기술개발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부산물 저탄소고품질화

•폐기물 연료화 사업 

•미활용열 자원화 사업

•고부가가치 신수요 창출

•투명한 환경정보

•환경 소통채널 강화

•실천적 환경보전

•지역상생 협력과제 발굴

Eco-Friendly(친환경 경영선도)로 지속가능경영 실현

온실가스 20 % 감축 

(2030년 BAU대비)

청정화력 구현으로 

미세먼지 75 % 감축

부산물 재활용

100 % 달성
환경 만족도 제고

전략과제

환경비전

비전

2030비전

목표

친환경경영 운영 시스템

친환경경영 방침 

및 계획 수립

내부심사,  

현장 실태조사 등  

평가 프로그램 운영

목표 및 세부 실천 

계획 기반의 활동 실시

친환경경영 시스템 및 조직

한국서부발전의 친환경경영 운영체제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하에 PLAN, DO, CHECK, ACTION의 프로세스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인 기후환경팀, 신재생에너지팀, 환경화학팀을 주축으로 전사의 모든 조직이 

상호 협력체계 하에 친환경경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환경 분야 인력은 135명입니다.

친환경 기술개발 투자

한국서부발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하여 친환 

경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산·학·연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설비 개선,  

탈황설비 최적화 운영 등 대기환경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CO2 회수 저장

•  IGCC 연계한 연소전 CO2 회수

기술 

•차세대 CO2 분리막 상용기술

친환경기술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최적  

환경설비 운영 기술

자원순환

•  하수슬러지 혼소기술

•  석탄재 재활용 기술

주요 친환경  

기술

PLAN

CHECKACTION

DO

에너지 절감과 설비의 

환경적 운영 및 개선,  

친환경경영 교육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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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의 확보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사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된 신규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신기후체제를 선도하는 탄소경영체계 확립 및 이행

한국서부발전은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후설비 성능개선, 고효율발전 확대, 에너지 신산업 등을 통해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 약 1,100만 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청정기술인 태안 IGCC 최적운영과 최신 고효율설비  

대체 추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체계(CERS: Carbon 

& Energy Reduction System)를 구축하여 감축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과보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에너지 新산업을 통한 미래 시장 창출

서인천 연료전지, 화순풍력 &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IGCC와 연계한 IGFC, CCUS 기술 

개발과 더불어 미활용 열(온배수)을 이용한 수산종묘 배양장 추진 등 에너지 新산업정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한국서부발전은 환경부와 함께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발전시설에 대한 리스크 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대응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 거래제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내부검증절차, 거래 절차서를 수립하는 

등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자체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외부감축사업 발굴·추진 등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2030  

BAU 대비 20% 감축
에너지 新사업 선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특화

상생, 협력형 

저탄소 활동 고도화

비전

전략방향

전략

전략과제

탄소경영 

미션

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

탄소경영을 통한 친환경경영 선도(Eco-Friendly)

•신재생사업 확대

•고효율설비 적용

•저탄소 연료 사용

•내외부 감축사업

•에너지 新사업

•CCUS*기술 개발

•해외 감축사업

•기후적응 대책

•IT 시스템 구축

•배출권할당 대응

•배출권 관리

•거래전문가 양성

•저탄소제품 생산

•저탄소제품 소비

•탄소절감 생활화

•저탄소 정보 공유

온실가스 감축 미래 新시장 창출 배출권거래 대응 저탄소 문화 구축

탄소경영 추진체계

* 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자원화기술

온실가스 통합 관리시스템  
(WP-ETS) 

할당대응

•배출권 BAU 산정, 할당 예측

•할당에 따른 재무 영향

•할당 신청 지원

거래대응

•배출권 수요 공급 분석

•감축 한계비용 분석

•시장가격 분석 및 거래 지원

이행지원

•배출량 MRV* 시스템

•내부감사시스템 지원

•내외부 감축사업, 지침

(단위 : 만 톤)

8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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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목표

2015년 

실적

2014년 

실적

온실가스 감축 성과

목표 대비 실적 

만 톤12

*   MRV : 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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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

서부-충남도-농식품부 업무협약체결 

(2015.11)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기후변화 대응위원회’

한국서부발전은 사내외 전문가의 자문 및 심의절차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 7월, 기후변

화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분기 1회 실무회의를 통해 정책 및 배출권 거래 대응, 온실가스 

감축 기술·사업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모델 차별화 (신상생형, 산업-비산업계 연계형 감축모델)

한국서부발전은 온실가스 외부 감축 사업분야에 있어서 2012년 중소기업대상 에너지 그린크레딧 사업을 시작으로,  

비산업계인 농업 분야, 지역 상생과의 연계 등 독창적인 감축 모델을 창출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연계 동반성장형 감축 사업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절감 그린크레딧 사업 | 한국서부발전은 중소기업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원가를 낮추고, 서부발전은 동 사업의 성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양도받아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을 실현하는 실질적 상생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2017년부터는 타기

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산업계 연계형 신상생 온실가스 감축모델 구축

기업(서부)·농가 공동 온실가스 감축 사업 | 한국서부발전-충남도-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농가의 저탄소화를 지원하

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서부발전에서 활용하는 신상생 협력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부는 온실가스 감축실

적(총 50만 톤 예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가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에 따른 수익 증대

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독자적 온실가스 감축모델 로드맵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감축 의무 이행을 위한 독자적인 서부의 감축모델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존 중소기업 외부감축사업에서 비산업계인 농업 분야로 현재  

확대 적용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해양 수산 분야, 건설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수한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대되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공유·확산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Business Case

•감축사업 다각화 및 대상농가 확대

•타기업 참여유도 및 사업확산

•비산업계 적용 첨단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및 확립

•기업참여형 감축 사업 확산

•비산업계 지역상생 모델 확산

•신기후체제 연계 온실가스 감축 발전모델 구축

•감축사업 프로세스 구축

•사업 승인, 상쇄 배출권 전환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지자체와 상생협력모델 장착

기업참여형 감축모델 구축 사업 정착 및 모델 전파 및 확산 신기후체제 연계 온실가스 감축

프로세스 구축단계 사업 확산 단계2015-2016 2017~2020 신기후체제 연계단계2021~2025

어촌 폐기물을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 해안가 오염원인 굴 껍데기를 유용한 자원으로 개발하여 발전

소의 탈황원료인 석회석을 대체함에 따라서 약 13만 톤의 연간 CO2 감축 효과와 함께  매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자본·기술 제공

감축실적 제공
•감축실적의 안정적 확보

•사회공헌

•설비투자 및 에너지 비용 절감

•  생산원가 절감 및 시장경쟁력 확보

농가

2012년 그린크레딧 제1호  

사 업  준 공 식 을  시 작 으 로 

2015년 말 기준 13개 중소기

업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만톤

을 감축하였고 중소기업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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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저탄소 경영

전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인증 취득 

한국서부발전은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 도입 초기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환경영향물질 국가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에 참여한 것을 기반으로 2012년에 국내 최초로 전력 분야 탄소배출량 인증을 취득하고, 2014년에 발전부산물 저탄소제품

인증과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국내 최초로 취득하여 인증표준을 마련하고 타 회사로 확대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위 : 부산물 gCO2e/㎏, 전력 gCO2e/kWh)저탄소 제품 인증 성과

구분
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

태안 탈황석고 태안 전력 태안 정제회* 평택 탈황석고 서인천 전력 군산 전력 평택 전력

인증량

제조전단계 2.51 12.96 0 6.4 84.18 79.72 82.74

제조단계 171.04 940.12 13.78 56.48 392.48 371.31 488.73

인증량 총계 173.6 953.1 13.78 62.88 476.7 451 571.4

* 태안 정제회 탄소중립제품인증 취득 : 3년간(‘14.12.23~‘17.12.22) 탄소상쇄 33,558 tCO2e 상쇄

‘탄소 빼기 숲 더하기’ 탄소상쇄 활동

정보공유활동-배출권거래전문가  

포럼 개최(2016.08)

저탄소 경영 공유ㆍ확산 활동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에너지업종 온실가스감축연구회 주간사로 서부의 저탄소경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에 대한 노하우를 43개 관계사에 전파 하는 등 공유 확산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유활동

    저탄소경영 확산을 위한 『기후변화 뉴스레터(한국환경 

산업기술원)』에 전문가 칼럼 게재 (2015.4)   

  발전컨퍼런스  서부의 감축사업 우수사례 발표(2015.12)

    발전에너지업종 온실가스 MRV 인프라 고도화 사업

(2016.4~11)

    발전에너지업종 대상 배출권거래 전문가 포럼 개최

(2016.8)

    아시아파워위크 참여 , 한미 에너지산업실무그룹(EIWG) 

주제 발표 등(2016.9) 

  기후변화 용어집 발간 및 배포 사업 (2016.10) 등 

전 제품의 탄소배출량 인증 취득을 통한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최초로 생산 전력과 발전부산물에 대해서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고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저탄소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버려지는 폐기물과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판매하는 것과 더불어 제품의 가치 향상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정제회와  

탈황석고에 대한 탄소배출량 인증(2013.11,최초, 2016년 재인증)과 저탄소제품 인증(2014.4)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도 저탄소 제품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전력 탄소배출기준치보다 낮은 서인천복합, 군산복합, 평택복합에 대해서 모두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저탄소제품 인증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전기도 상품이라는 마인드로 탄소배출량을 공인된 기준과 방법으

로 측정하여 소비자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불어 객관적인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탄소 빼기 숲 더하기’ 탄소상쇄 활동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태안화력 정제회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탄소중립제품 인증(2014.12)을 취득하고 2015년 4월 탄소상쇄활동을  

펼쳤습니다. 태안정제회는 3년간 3만4천 톤의 탄소배출량을 산림조성과 배출권 구매청산을 통해 상쇄하여 탄소제로인 가장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품 제조전 온실가스 배출량: 전력 생산을 위한 원료 생산 과정, 운송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포함 (2015년: 1,646,739 tCO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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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

자원순환형 친환경발전소 구현 

발전부산물 차별화 전략 추진 

부산물 재활용 시장여건 변화대응과 발전소 인근 청정해역 조성을 위해 발전부산물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바이오 폐기물 기반 연료화 등 4대 추진방향 하에 개선과제를 도출해 친환경 자원

순환형 발전소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재활용 기술 개발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석탄회 등 폐기물 관리를 위해 석탄회 혼합비율을 증대할 수 있는 에코콘크리트  

개발, 도로굴착 복구재, 아스팔트 채움재 등 자원화 기술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신규 수요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발전부산물 Eco Marketing

수동적 판매에서 탈피하여 발전소 최초로 부산물에 대한 능동적 ECO Marketing을 통해 부산물에 대한 제품 차별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제품 우수성 홍보(홍보물 배포, 간담회(3회) 등)를 실시해 부산물에 대한 

저품질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계절적 여건 및 건설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석탄회 수요의 특성을 고려해 성수기·비수기 

판매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전부산물 탄소인증 취득

한국서부발전은 부산물의 친환경 제품화 추진을 통해 재활용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국내 최초로 태안 정제회와 평택 탈황석고에 대해 탄소성적

표지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하는 한편, 2014년 12월에는 석탄회에 대한 탄소중

립제품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부산물 재활용 성과

2015년 서부발전은 발전부산물 181만 톤(석탄회 134만 톤, 탈황석고 47만 톤)을 재활용해 230억 원(석탄회 165억 원, 

탈황석고 65억 원)의 판매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 석탄화력 준공에 따른 탈황석고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전 5개사와 함께 신규수요처 개발 및 해외 수출 등 재활용 증대 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발전부산물 재활용 전략

부산물  

고부가가치화

신규 재활용사업  

다각화
폐기물 연료화 CO2 감축 연계

부산물 재활용 수익 극대화 에너지 자원순환 특화모델 구축

세계 최고수준 자원순환형 친환경 발전소 구현

성과목표

추진방향

비전

전략 ERV(Eco Recycling Value) 3.0 달성

폐기물로 인식한 단순 관리과거

고품질, 친환경제품화로 

제품경쟁력 우위 확보
현재

발전부산물 매출액

약 230 억 원 창출

발전사 최대 수익 달성

4 년 연속 

197
230

151

(단위 : 억 원)

2015년 목표 2015년 실적2014년 실적

목표 대비 실적 

억 원33

재활용 용도 협업기관 및 기술 설명

에코 콘크리트 건설기술연구원, 학계 등/ 콘크리트의 석탄재 배합비 증대 기술

아스팔트 채움재 충남도-서부-F1테크/ 아스팔트 채움재를 석탄재로 대체

반출차량 저탄소 인증마크 부착

탄소중립제품 인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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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최소화

한국서부발전은 석탄, LNG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사업 특성상 사업소 주변 환경오염과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목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방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영속적인 사업 수행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Core Issue

선제적인 대기오염 관리

대기오염물질 발생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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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화력발전소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화력인 태안발전본부와 중유

화력인 평택발전본부에 최첨단 습식 석회석 석고법을 이용한 배연탈황설비와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중 최고의 기술인  

선택적 촉매환원방식(SCR)의 배연탈질설비 및 고효율 전기집진기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계획 수립

한국서부발전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수립(2016년 7월 6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안화력 1~8호기의 미세먼지 원인

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2030년까지 2단계에 걸쳐 2015년 대비 75% 감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첨단 환경

설비 투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회 •각종 환경 인증 획득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및 사업 기회 확대

 •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금 등의  

경제적 손실 예방

  위기 •환경 관련 기업 활동 정보 공개 요구 및 범위 확대

 •화평법, 화관법 등 환경관련 법규 강화

폐탈질촉매 재활용 기술 개발 | 한국서부발전은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폐탈질촉매 재활용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환경부 산하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이하 재활용사업단)과 폐탈질

촉매 내 유가금속 회수기술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을 통해 향후 3년간 폐탈질촉매 전량을 제공하고, 

재활용사업단은 이를 상용화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폐탈질촉매 재활용 기술’은 기존에 매립·폐기되던 폐탈질

촉매에 함유된 텅스텐, 바나듐 등 유가금속을 추출하여 원료 소재로 재활용하는 고부가 유용자원 활용기술로서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것 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금액(~2020년)

3,246 억 원

환경설비 집중 보강

태안화력 1~8호기 환경설비(탈황설비, 탈

질설비, 전기집진기)에 대한 운영개선 

→ 약 800억원 투자, 계획예방정비공사시 

환경설비를 집중 보강해 2015년 배출총량 

대비 약 28% 감축 계획

환경설비 전면 교체

2022년까지 1~4호기 환경설비 교체로 약 

45%를 감축하고, 2030년까지는 5~8호

기 환경설비 교체 

→ 2030년까지 발전설비 성능개선 공사

와 병행하여 약 8천억 원 투자, 태안 1~8

호기 환경설비를 최신 설비로 전면 교체해 

2015년 대비 약 75% 감축 계획

2016~2019 2020~2030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자발적 협약 

모범 사업장 현판식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영흥석탄화력  

규제치 보다 약 40% 낮은  

수준으로 개선 예정

단기 대책(2016~2019년) 장기 대책 (2020~2030년)



61환경·안전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 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지속성장을 위한 서부의 도전

환경영향 최소화

화학물질 관리 고도화

화학물질 누출감시 시스템 운영

발전기업으로서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

템을 통해 조기감지 및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취급설비에 대한 이중감시체계를 구축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문화 확산

최근 타 기업 등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해 환경 및 인명·재산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사외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전 직원 대상 안전 

교육 및 안전체험장 민관합동 재난훈련 등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방중심의 관리 활동 전개 

유해화학물질시 발전소 인근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한국서부발전은 예방관점에서 사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사고대응요령 등에 대해 지역주민 고지를 시행하고 민관 합동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등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발전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해물질 점검대책 | 사업소별로 유해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해물질 관리자, 설비 담당자, 현장 근무자를 통한 3중 

Cross Check 점검 및 사외 전문가를 통한 특별 안전점검(2회/년) 시행

유해물질 안전대책 | 방제시설 운영, 비상대응 훈련 실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지속적 양성

적극적인 법규준수

2015년부터 시행된 화관법(화학물질 관리법)과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기업에게 보다 엄격한  

화학물질의 관리를 요구합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사외 전문기관을 통한 진단으로 전사 화학물질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환경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누출감시시스템

•감지기, 경광등, CCTV

•  감시프로그램 

- 누설위치 및 확산농도

초동대응 살수설비

•  탱크상부, 측면 수막 형성 

으로 가스 확산 방지

•대응시간 단축

이중감시체계

•  수처리실 및 종합방재센터   

연계로 감시체계 이중화

• 현장점검 강화

조기감시 자동방재 감시강화

방제시설 비상대응 모니터링 전문인력

유해물질의 저장시설 외부로 유

출방지를 위한 방류턱(Dike) 

및 폐수처리장 이송처리를 위

한 이송설비(Sump Pit), 세안

시설 및 안전 장구 보관대 등 설

치·운영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 시 초

동조치 대응절차, 방제대책본

부 운영, 지역주민 대피 등 현

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제정하고 

사업소별로 자체 및 대외기관 

합동(2회/년 이상) 방제훈련을 

시행하여 실전 대응능력 함양

유해물질 취급시설에 누출 감

지기, CCTV, 경광등을 설치하

여 실시간 유해물질 누출여부 

감시

누출사고 발생 시 오염원 제거 

등 특수 방제활동 수행을 위해 

관련학과 전공자(환경, 화학, 

화공계열) 중 전문자격증 보유 

및 전문교육 이수자로 구성된 

화학물질 누출오염 전문처리팀 

운영

유해화학물질 누출 

원천 차단

민관 합동 모의훈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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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조사 활동 전개

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

고, 본부 환경관리 및 관련 대책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야 조사주기 조사지역 조사항목

대기질 분기1회 주변지역 14개 지점 PM-10, SO2 등 8개 항목

토양 분기1회 주변지역 7개 지점 pH, Cd, As 등 8개 항목

소음, 진동 분기1회 주변지역 4개 지점 소음 및 진동

해양수질 분기1회 주변해역 13개 정점 pH, COD, DO 등 18개 항목

해양생태계 분기1회 주변 해역 19개 정점 동식물플랑크톤 5개 항목

해양물리 분기1회 반경 10km 주변해역 35개 지점 수온, 염분, 조위 등 5개 항목

육상생태계 분기1회 반경 20km 주변지역 12개 지점 육상식물상 및 육상동물상

투명한 환경정보 제공 및 적극적 민원 관리 

한국서부발전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정보를 투명하고 가감 없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 

물질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환경적이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현하고 있습니

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 지역 민관학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2회의 소통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및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 민원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고지 내용

  사업장 명칭, 주소, 대표전화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 종류, 유해성, 사고 위험성

  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 : 영향범위, 방제장비 보유현황, 경보 전달방법, 행동요령, 비상연락 기관 및 전화번호 등

1     소음

2     토양

3   해양물리

4 , 5     해양생물조사

1 2 3

4 5

환경법규 위반 건수 

0 건

소통협의회 개최 성과

12 회

2015 
주요 성과

정보 공개 추진 목표 

환경정보 공개활동 시행

상생협력 저탄소실천 활동

(단위 : 횟수/년)

(단위 : 건/년)

20

30

30

35

30

40

40

45

40

50

2018

2018

2020

20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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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2030

2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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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준수 및 이행

법적 기준 이상

환경영향 최소화

환경법규 준수 및 사고 예방

환경법규 준수 및 사고 예방

한국서부발전은 최소한의 법규 준수가 아닌 능동적이며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환경법규 준수

한국서부발전은 자율 환경관리 실천 노력으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법적 기준 대비 30%)과 폐기물(석탄회 재활용 

75%)에 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태안, 평택 등 주요 발전본부는 지자체와 환경협약을 체결하여  

환경오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등 환경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전

소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 취급안정화를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대응 체계강화 

환경사고 제로화를 원칙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을 분류·정의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합 비상대책기구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사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후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분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배출허용기준 1) 100 140 25

환경협정기준 2) 50 100 25

사내기준 3) 30 90 7.5

1) 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협정기준 : 태안군 ↔ 한국서부발전(주)와의 환경협정(2014.5.30) -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태안화력 증설 및 운

영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에 최소한으로 저감시키기 위하여 태안군과 체결한 협정
3) 사내기준 : 환경설비 최적 운영을 통해 달성 할 수 있는 도전적 목표(S/G) 

1. 환경사고 발생

현장 점검자 확인

2. 임시조치/상황보고

최초 발견자 임시조치 후 

상황보고

3. 비상동원령 발령

소 내 방송 및 경보 발령

4. 피해상황 파악 및 사고상황보고

•설비 별 피해상황 및 안전관리 시행

•본사 및 관계기관에 보고(즉시)

•  관할 군(도청), 관할 경찰서, 관할  

소방서 등

7. 복구상황 최종보고

본사, 대외기관

6. 재해복구

•  자재 및 외부인력 동원 : 협력업체, 전문기관 

제작사 긴급 기기제작 의뢰 및 기술지원

•복구상황 중간보고 : 본사

5. 복구대책 수립

•  설비 별 복구방안 수립 : 예산, 자재,  

인력, 기간, 복구우선순위 결정 및  

복구지원 대책수립

환경사고 대응 
프로세스



64 한국서부발전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재난안전관리 실행체계 강화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운영에 있어 선도적인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으로 인한 유독물 누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대응, 

안전체계 운영, 관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Core Issue

  기회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기업 가치 제고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 예방

  위기 •정부의 안전체계 강화 요구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실패 시, 경제적 손실 및 기업 이미지 하락 

안전경영 중장기 마스터플랜(WP-SAFE) 수립

한국서부발전은 안전경영으로 서부발전의 미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지닌 ‘Safety Together, Create Future’를 비전 

으로 설정, 2025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스터플랜은 4대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12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에는 7개의 주요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Safety Together, Create Future

Global

수준 역량확보

High-level

안전시스템 확립

Safety Partnership

강화

Active

재난관리체계 확립

중장기 

목표

12대 

전략과제

4대 

전략방향

비전

1  안전인프라 적기 확보

2  Top-level 전문가 양성

3  성과연계 보상체계 구축

4  Safety First 의식 정립

5  Risk기반 안전관리 정착

6  현장중심 안전경영 확립

7  상생기반의 협력 강화

8  WP 안전브랜드 창출

9  참여형 네트워크 활성화

10  안전사각지대 제로화

11  재난대응역량 고도화

12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재난안전 인프라  

적기 확보

재난안전 First  

경영체계 운영

재난안전경영  

글로벌 선도2015-2017

2018-2021

2022-2025

※ 2015년 중점추진과제  :  1 , 2 , 3 , 6 , 7 ,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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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실행체계 강화

안전관리 실행체계 고도화

안전관리 거버넌스 운영

사장과 기술본부장을 주축으로 하는 안전책임관 제도와 함께 매 분기 사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

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전문화된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Voice of Stakeholders

“철저한 예방교육은 서부발전 안전경영의 토대입니다”

저희 평택발전본부는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화재, 누유, 폭발, 누설 등에 의한 중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심사인  

공정안전관리(PSM)심사에서 2010년에 이어 2014년에도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는 서부발전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사 중에서도 저희 평택발전본부가 유일합니다. 저희 발전본부가 2회 연속 “P”등급을 획득할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

은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안전의식 확산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부장 안전경영방침에 따라 정기교육 외에 분야

별로 외부전문가 및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시행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트라넷을 통해 작업내용, 위험

성, 위험요소 등을 전직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평택발전본부 안전품질팀 조병선 차장

실행조직

종합방재센터 구축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발전사 중 유일하게 전 사업소 내 종합방재센터를 구축하고 일원화된 전사 재난대응 지휘체계를 확립

하였습니다. 더불어 센터 내 4명의 응급구조사를 상주시켜 인명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최고책임관(CSO)

발전처 안전품질실 건설처

재난종합상황실 방재센터(발전)  안전센터(건설) 전력수급상황실

방재센터

(사업소)
유관기관

재난 종합상황실 

(본사)

전사 재난대응 프로세스

* 골든타임 : 화재, 심장정지 환자 등 응급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재난대응 목표시간

상황전파 상황전파

지휘통제 지원활동

골든타임* 확보
인명구조

4 분

화재사고

5 분

태풍호우

60 분

대설한파

60 분

2012.05 태안발전본부

2013.01 서인천발전본부

2014.12 군산발전본부

2015.02 평택발전본부  

2015.12 본사

대응시스템 강화

•기상상황 실시간 관측

•지진관측 및 분석 

•화재 감시설비 통합운영, 감시 및 대응

•유독물 누출 실시간 감시

•상황발생 시 프로그램화된 대응절차 가동

•기상모니터링시스템

•지진감시시스템

•통합화재감시시스템

•유독물누출감지시스템

•재난대응시스템

주요기능
최첨단

시스템 도입

종합방재센터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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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장 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구축

BCM은 대형 재난에도 핵심업무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업무체계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2015년 전 사업소

를 대상으로 BCM을 구축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발전설비 및 IT 시스템 복구 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점 위험

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표준화함으로써 잠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대응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경영시스템 

2003년 공공 발전부문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증인 OHSAS18001과 KOSHA18001

을 취득하였으며,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 

니다.

서부발전 산업재해율 2015년 안전관리 비용

0.15 % 3,923 억 원

※ 국가산업재해율 : 0.50%
※ 서부발전 산업재해율은 협력업체(하도급 포함) 근로자의 재해율까지 포함하여 산출함

국내 최초 도입 태안 IGCC의 ICT기반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한국서부발전은 태안 IGCC의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최초로 ICT 신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실시간 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IGCC  

특별 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운전을 앞두고 있는 IGCC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등급별 출입통제 및 비상대응을 위한 방호시스템 구축(가스화,  

산소설비 등 22개소), 화공 전문가 상주 안전감리로 공정별 위험요인 사전 발굴(940건) 및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은 앞으로도 상시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안전 최우선 사업장 기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Business Case

•안전상황 24시간 모니터링

•위험신호 분석/현장 통제

  태안 IGCC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특별안전위원회 개최 

2015년 4월, 본격적인 시운전을 앞두고 있는 IGCC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특별 안전위원회는 사내위원 8명과 화공·가스·소방·PSM분야 등  

사외 전문위원으로 구성, 안전 확보를 위한 서부-시공사 간 「사전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각 시공사에서는 가스화설비, 복합설

비, 산소설비 등 플랜트별 안전설계분야에 대해 발표 후 IGCC 안전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통합안전센터 

운영

웨어러블  

디바이스 

휴대용  

멀티통신장비

•심신상태 실시간 관리

•작업자 출입 및 위치 확인

•유독가스감지 및 위험경보

•작업현장 화상정보 전송

K-OHSMS18001,

OHSAS18001

K-OHSMS 인증서안전보건 국제인증서

2015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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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실행체계 강화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한국서부발전은 재난대응훈련을 상시로 시행하고, 전문가 참여를 통한 현장조치행동을 매뉴얼화하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개선

재난대응훈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 매뉴얼을 상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핸드북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매뉴얼을 단순화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통해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매뉴얼을 참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기여

하고 있습니다.  

지진방재 예방활동 강화

발전소의 내진보강을 통해 전사 내진확보율을 향상하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 발생시 피해발생 유무에 대한 자동 분석 

및 상황 전파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평택 종합사무동 등 20개 동을 대상으로 지진안정성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난 사고 안전 관련 대외적인 수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정부평가 안전한국훈련 대한민국안전대상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4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국내유일 대통령상 및

장관상 동시 수상

재난대응훈련 확대

2015년, 재난대응훈련은 257회 시행되어 2014년 대비 30% 확대되었으며, 경영진 주관의 불시 메시지 훈련을 연 2회

에서 수시 시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분기 당 2회 전문가 합동의 가상시나리오를 점검하고, 훈련 평가를 함으로써 

각 담당자 별 임무를 체득화시키고 있습니다. CEO는 월 2회 평가회의를 시행하여 훈련 상 미흡사항에 대한 상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인천발전본부 : 지진발생 대비

서인천발전본부는 인천서부소방서 등 8개 유관기관이 참여

하여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과 염산 누출에 대비한 훈련으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을 

전개하였습니다. 

태안발전본부 : 유독물누출 대비

태안발전본부는 지진으로 인한 암모니아 누출 종합방재훈

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성능 소방차와 구급차가 긴급 출동

하고, 자체방재요원 10여 명의 초동 대처와 설비손상 상태  

파악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 훈련을 전개하였습니다. 

2015년 재난대응훈련 시행

(2014년 대비 30% 확대)

257 회

민관 합동 해양오염 방제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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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시행 

2015년 3월, 전력시설의 위험요인 제거, 안전문화 의식제고,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위험요인의 근본적 시정 

조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국가적 진단 활동입니다. 기존의 안전점검과는 달리 발전사 최초로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 등 47명의 대규모 안전점검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전체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점검

단은 안전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현장점검과 안전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구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한국서부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매 분기 노사 각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5개 사업장에서 개최하고, 각 사업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전사적인 문제는 매 반기

마다 전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명시하는 단체협

약 및 프로그램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건강 증진을 위해 본사 및 전 사업소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

였습니다. 아울러 산업 안전을 위해 사업소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선임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보건경영
한국서부발전은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재난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과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동시 수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제14회 대한민국안전대상 

(대통령상상장 및 상패)
재난안전관리 강화 보건관리 강화

•발전사 최초 안전 마일리지 제도 도입

•노사공동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충

•발전사 유일 전 사업소 종합방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훈련 증대

•MERS(메르스) 자체 비상대응방안 수립 및 매뉴얼 전사 신속 배포

•보건관리 전문화 및 보건관리자 채용, 의무실 설치

제14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수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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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공급망 안전문화 확산
 

상생의 3S 안전협업체계

한국서부발전은 ‘상생의 3S 안전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재해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교육 시행 안전체험교육

협력사 안전경영 지원

2015년에는 사고가 우려되는 협력사에 대한 합동점검 및 작업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현장의 잠재위험요소를 적극적 

으로 발굴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교육과 장비 대여 등을 시행하여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공생협력단 집중 점검 | 한국서부발전은 추락 및 협착 등 우발사고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공생협력단 집중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4회가 시행되었으며, 총 1,434건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협력사 안전보건경영인증 | 협력사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하기 휘하여 협력사 안전보건경영 인증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OHSAS18001, KOSHA를 대상으로 의무 취득을 필요로 하며 현재 6개 사가 해당 인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안전협업체계 성과 

한국서부발전은 안전경영 비전인 ‘Safety Together, Create Future’를 기반으로 안전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안전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안전의식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하여 83.2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71.6

2014

83.2

2015

안전의식 수준 (단위 : 점)

3,287

2014

3,923

2015

2,761

2013

4,618

2016

2,600

2012

안전예산 (단위 : 억 원)

공생협력단 합동점검 

3S Safety Support System

안전지도

 8대 위험작업 별 체크리스트  

활용 안전지도

현장지원

공사 작업위험성 평가 조언 및  

안전 측정장비 대여

준수규정

작업자 안전교육 제도 운영

안전신문고 앱  
(safepeople.go.kr)

국민안전처가 누구나 생활 주변

의 안전위협 요소 발견시 언제  

어디서든 신고 할 수 있도록 개발

한 ‘안전신문고’ 앱 적극 활용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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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직무능력에 의해 인정받는 조직 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우수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해 임직원의 개인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복지를 통해 임직원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한편, 기업의 경쟁 구도가 협력사를 포함한 

기업 공급망 간의 경쟁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순한 사업적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선순환적인 공생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민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표 성과

기업 생태계 조성

사회와 상생하는

글로벌/ 전문인재 보유 현황

438 명

동반성장 실적평가

우수 등급

지역사회 만족도

88.5 점

주요 활동  : 2015년 중대이슈

직무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채용

최적의 인재육성 

및 공정한 보상

기업문화  

활성화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
공정거래 이행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Disclosure on Management Approach

서부발전과 협력기업간의 스낵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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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채용

한국서부발전은 차별화된 글로벌 역량과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변화를 주도하며, 신뢰를 바탕

으로 서로 협력하는 인재를 인재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방식을 통한 

공평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열린 채용을 추구합니다. 

직무능력중심 인재선발

한국서부발전은 스펙 초월 NCS 기반 직무능력평가제를 

시행하여 채용 과정에서 출신 대학, 성별, 나이, 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무능력과 관계

없는 평가 결과 반영을 지양하고, 현장실무에 기반한 면접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

다. 그 결과, 신입사원의 업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 점수가 

상승하여 업무 효율이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2014년 8%

였던 중도 퇴사율이 2015년 2%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직무능력 중심의 우수인재 채용

본사 이전지역 우수인재 확보 및 양성

본사가 위치한 지역 내 우수인재를 확보 및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인턴십 프로그램, 방문설명회 

및 취업 멘토링제를 시행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채용할당제 및 가점제를 통해 채용인원의 10% 이상을 지역 

우수인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정규직 210 160 97

여성 41 33 15

장애인 6 1 6

비수도권 지역인재 106 80 54

이전지역 지역인재 15 13 12

고졸인재 65 50 23

시간선택제 0 9 5

(단위 : 명)채용 현황

인권 및 다양성 존중

한국서부발전은 나이, 성별, 학력, 종교 등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UNGC가 제시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 기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책과 지역 법률의 충돌 시 보다 높은 차원의 인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노동, 인권 및 근로 

조건 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인권 정책은 「서부인의 신조 실천지침*」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Business Case

  한국서부발전의 인권정책에 대해 자세히 보기 (p. 95)  

서부인의 신조 실천지침 

https://www.iwest.co.kr/
clean/wpem/wpem.006.
asp?mcd=CE004005#004 

신입사원 입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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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인재육성 및 공정한 보상

한국서부발전 임직원들의 개인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임직

원들이 개인적 가치를 증진하고 회사 전체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현황을 고려한 인력 보강 및 내부역량 강화

화순풍력 및 서인천연료전지 등 국내 신재생 사업과 안전품질 등 핵심업무와 관련한 인력을 보강하여 주요사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직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핵심 사업을 선도하고, 내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재육성 방향

•고졸인재 육성시스템 구축

•체계적 여성인재 지속 교육

•기술전문인재 양성

•해외사업 맞춤형 교육시행

•기후협약 대응력 향상

•변화관리능력 향상 교육

•정보보안 인력의 실무능력 배양

•사내강사 양성

정부정책 이행 주력사업 역량 강화 내부역량 강화교육

선진 교육훈련 인프라 확보

한국서부발전은 글로벌 발전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선진적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사는 협의

를 거쳐 개인 목표를 설정하고, 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역량개발 계획에 기반한 역량개발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사는 직원에게 코칭 및 지원을 제공하고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특화교육 시행

기술인재 양성, 해외사업 전문 역량, 신기후체제 대응 역량 등 주력사업에 대한 선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특화교

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니즈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 인력풀을 사전에 

구축하고, 해외사업 교육과정 이수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어학 및 협상 등 공통교육과 개발/건설, 파이낸

싱 등 직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팀제를 바탕으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인재 양성 해외사업 전문 역량 강화 신기후체제 대응 역량 강화

•실습형 정비 교육과정 개발

•발전기술자격 인증체계 구축 

•운영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교육 및 노하우 공유체계 활성화

•기후환경분야 인력양성 로드맵 수립

•교육 및 학습조직을 통한 역량 강화 

인력보강 4개 분야

국내신재생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임시조직 운영 및 인력 보강

해외사업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을 대상으로 인력 보강을 통한  

시장 집중 공략

연료수급

인력 보강을 통한 전략적 연료 구매 및 리스크 관리 강화

안전품질

토목/건축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후 안전관리 

분야 전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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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인재육성 및 공정한 보상

발전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인력 체계적 양성

발전설비 운전, 진단, 정비업무의 독자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술 및 관리감독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발전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기술인력 양성 로드맵

을 바탕으로 2025년을 목표로 발전기술인력을 단계적으로 양성하여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Business Case

  중장기 기술인력 양성 로드맵

발전기술 인력 양성

전문인력 신규 채용과 내부인력 양성 등의 전략을 통해 예방진단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259명의 발전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마련하

였으며, 안정적 설비운영을 통해 고장 건수가 전년 대비 53%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발전기술인력 50% 

(600명) 단계적 양성

2013

17,729 17,953

7.117.09
8.85

15,903

2014 2015

연도별 교육 성과

■ 총 교육건수

 인당 교육건수

내부역량 강화 교육

조직 내 소통문화 및 정보보안 등에 대한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한국서부발전이 처한 현안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계층별  

리더십 및 변화관리 교육을 통해 임직원 간 소통문화를 구축하고, 내부 정보 공유 및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전담인력의 IT기술 및 정보보안 교육 등을 시행하여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잠재 위협을 제거하

는 동시에 본사 이전에 따라 사내강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무지식 전수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의 자율학습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리자 양성

한국서부발전은 여성 임직원이 2013년 222명에서 2015년 264명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여성 임파워먼트(Women’s empowerment)’ 교육을 시행하고 조직 생산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두 가지  

파트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여성관리자로서의 네트워킹 및 인적 교류 확대, 성공적 여성리더를 위한 전략 설정 등으로  

구성되어 여성관리자로 성장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황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인당 교육비* 천 원/인 3,038 1,446 1,476

인당 평균 교육시간 시간/인 197 127 138

*   인당 교육비의 경우 2013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라 집합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서부발전은 교육에 지출되는 대관비, 교통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임직원의 교육 접근성도 확대 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내부역량 강화 교육

기술인력양성 기반 구축 기술자립 역량 확보 기술사업화 본격 추진

2015-2016 2017-2019 (중기) 2020-2025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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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복리후생 운영 

복리후생 공감대 확산

사내 홈페이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복리제도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사협의회 및 CEO Hot-Line 등 경영진이 참여하는 노사공동 복지현안 소통 프로세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형태 및 직급 등 그룹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현장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확대

2015년에는 진료비가 할인되는 협약병원을 5개에서 9개로 확대하였고, 공연 및 강좌 등의 지자체 문화프로그램을  

유치, 지원하여 직원 참여 및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동시에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외부대회 및 전사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 준비 프로그램인 ‘아웃플레이스먼

트’를 통해 자기진단 및 분석과 최적의 진로 탐색 및 생애 재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창업  

환경 분석, 제2의 인생 설계 등 분야별 맞춤형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구축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조절하는 탄력

근무제와 재택근무 등 원격 근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제도 활용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해 유연근무제 제도를  

도입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

254

453
378

2014 2015

유연근무제 이용자
(단위 : 명)

가족친화 ABC경영 실천 

한국서부발전은 가족친화형 복지 활성화 및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 근무시간 줄이기의 가족친화 ABC경영을 실천하고 일 가정 

양립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가족친화형 

복지 활성화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확대
근무시간 줄이기

Along with family
가족과 함께

Being good parents
아이와 함께하기

Cutting work hours 
근무시간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기 문화 확산

-   가족 사랑의 날 火木Day 확산  

→ 화, 목요일 야근 및 회식 지양

-   가족친화프로그램(주민/가족  

초청 영화상영, 주말농장 운영 

등) 및 시설 운영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모성보호 당직근무제 도입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활성화

•  사택 내 직장보육시설 확충 →  

본사/평택 어린이집 신설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업무효율성 

개선 

-   업무간소화 및 프로세스  

개선 추진

•  휴가 활성화 캠페인 및 샌드위치  

휴가사용 장려

•정시 출퇴근 문화 조성평택 

어린이집

본사 

어린이집

태안 

어린이집

태안 사택 어린이집

평택발전 어린이집

124명

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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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인재육성 및 공정한 보상

성과 및 보상 공정성 확대

경영전략과 연계한 성과관리체계와 전략실행력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팀 KPI 및 개인 

목표설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개인 성과별 관리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를 운영하여 승진보상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을 차등 확대하고자 합니다. 성과 평가 및 보상에 있어 인종, 성별,  

나이, 종교 등 개인 별 차이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선도기관 달성

공공기관 최초로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장년층 고용안정과 청년층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발전 5개사 협의회 및 제도 설계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 도입 준비의 기반을 닦았으며, CEO 주도의 열린 교섭 

및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발전사 최고 수준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선도적 공공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비전 및 로드맵

성과연봉제 도입현황

구분 1~3직급 4직급

대상인원 685명 1,327명

기본연봉 차등 ±1.5% 차등없음

성과급비중 33% 22.7%

성과연봉 차등폭 2배 2배

임금피크제 정착으로 

연간 약 50명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

•발전 5개사 협의체 구성

•임금피크제 제도 설계

임직원 생애설계 프로그램 구축 

(교육 및 경력관리)

2013~2014

2021~2025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피크제  

목표 추진

•전직원 임금피크제 시행 

•  정년연장 대상자 적합직무 개발  

프로그램 시행

•장년층 인생설계 지원

•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 및  

피드백 반영

2015~2016

2016 하반기

20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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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 활성화

기업문화는 조직의 정체성이자 본원적인 경쟁력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하기 좋은 일터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고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성과와도  

직결됩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인재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Y&D 기업문화  

Challenging&Creative 기업문화

Challenging & Creative 기업문화 확립  

한국서부발전은 대규모 건설 사업에 따른 설비·인력의 급격한 확대에 대응하고 젊고 역동적인 문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Y&D* 기업문화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신기후체제 출범 및 중장기 성장동력 정체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Vision 2025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인·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Challenging 

& Creative’ 기업문화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Y&D: Young & Dynamic

선진적인 노사문화 구축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상생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전사 비전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 방향별 구체적인 목표 및 로드맵을 설정하여 노사공

동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생을 통한 공익가치 창출 공공부문 경영 정상화 선도 고객만족 최우수 기업 도약 USR*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신뢰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문화 현장완결형 노무관리 정착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수상 노사관계 글로벌리더 도약

성장을 위한 경영현안 협력강화 발전설비 최고수준 운영 발전산업 신성장 동력창출 OECD 수준 경영참여/책임공유

변화를 통한 노사관리 체계 고도화 직무성과중심 보상체계 강화 노사공동 혁신조직 정착 무분쟁 자율협약 정착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상생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

전사 비전 연계 중장기 로드맵 설정

2014~2017년

단기

2018~2021년

중기

2022~2025년

장기
전략방향

* 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 : CSR이 확장된 개념으로 기업과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공동으로 실천함 

서부발전 임직원 가족의 행복한 찰나

Make First
미래 에너지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목표의식

Take Best
격변의 시기에 최적의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 실천의지

Move Fast
경영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는 행동원칙

구축 (2012.7~2013.6)

•30대 과제 Ⅰ

1단계

확산 (2013.7~2014.3)

•30대 과제 Ⅱ

2단계

정착 (2012.7~2013.6)

•  Y&D 10대 과제

3단계

발전 (2015.7~2016.10)

•  Y&D 新 10대 과제

4단계

적극적 도전! 혁신적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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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 활성화

CEO 현장밀착 소통

‘CEO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기업문화 및 업무방식 혁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Vision 2025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직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경청의 소통 매너, 감사와 칭찬 나눔 운동 등 내부역량 결집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소별 자체 개선방안 수립으로 실행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혁신전문가 확보,  

품질개선 및 제안활동, 학습조직 강화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통채널 개선 및 확충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모든 임직원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소통 채널은 다음과 같습

니다.

분류 소통채널 주요소통내용 2015년 실적

온라인

설문조사 노사지수, 복지만족도, 소통지수, 인사만족 등 27회 

제안제도 발전설비개선, 근무환경개선 등 10, 204건

서부 메신저 직원간 업무, 일상, 자료교환 등 상시

SNS그룹방 노사간 일정공유, 노동계 현안정보교류 등 상시

오프라인

고충처리제도 사업장 이동, 사택배정, 어린이집 입학 등 11건

설명회 내부평가제도, 임금피크제 등 72건

CEO 우체통 직원의견 청취를 위한 우체통 전사업소 설치 상시

멘토멘티제도 간부-신입사원간 멘토링 매칭 97명

* 기타 12개 소통채널 운영 중

노사협의회 논의 안건

140 건

노사 간 의사소통 활성화

선순환적 소통 활성화를 통해 바람직한 혁신 마인드 제고에 대한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요구 

사항과 기관의 특성, 경영현안 등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방향

1.   CEO의 현장밀착 소통으로 비전 내재화 

및 젊고 역동적인 기업문화 조성

2.   다양한 소통채널로 각계각층과 단절  

없는 정보공유 및 내부 역량 결집

3.   노사간 소통을 통한 내부 갈등조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

•주요정보의 적시공유

•피드백 방식의 선순환 소통

•경영현안 관련 참여형 설명회 확대

•  발전사업 성장 둔화로 인한 변화와  

혁신 필요

•경직된 문화 개선

•본사이전으로 인한 인력배치 편중심화

•비전 달성을 위한 전 직원 역량결집 필요

•본사이전에 따른 부정적 이슈 발생 방지

구성원 요구

기관 특성

경영현안

노사 무분규 현황

6 년 연속 무분규

조직문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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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파트너십 구축

최근 기업 경쟁 구도가 협력회사를 포함한 기업 공급망 간의 경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급망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CSV 협업에서 상생으로’라는 동반성장 

비전을 바탕으로 지역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사이전 지역상생 강화

한국서부발전은 건강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본사 이전에 따라 태안군과의 상생협

력 및 지역 내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태안군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하

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역량 내실화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지원 

한국서부발전의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내 혁신 전문가를 활용한 혁신활동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무회계 전문가 파견을 통한 맞춤형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여성  

전문가와 서부발전 여성간부 간 1:1 멘토링 협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간 중소기업 공동육성

한국가스공사와 에너지 중소기업 글로벌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 사업지역에 속해있는 에너지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 정책 공유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시너지 창출과 협력사

의 판로 확대를 통한 매출액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추진전략

Beyond Collaboration, Create WP – CSV 협업에서 상생으로

추진전략

동반성장 

비전

본사이전

지역상생 강화

중소기업  

역량 내실화

다양한 

판로확대

공공구매

제도 개선 

•1개사 평균 생산성 2.5억 원 향상

•태안군 고용 및 일자리 25명 창출

•지역기업 생산성 45억 원 향상

•특허출원 및 상표권 각 1건 획득

•시장 경쟁력 제고

•충남 고용 및 일자리 42명 창출

추진 내용

태안군 제조업 혁신운동 사업

충청남도 지역 산업 육성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장자동화 및 설비지원

•  기업별 수준 정밀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 실시

•  기술개발(발전부산물 재활용 연구개발),  

기술인력양성, 신규 판로개척,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4대분야 협력으로 지역산업 육성

추진 성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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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파트너십 구축 

내일채움 공제사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업하여 내일채움공제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일종의 적금을 적립하고,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의 형태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의 개별 적립

금에 더해 10만 원의 지원을 추가하고 있으며, 5년간 6억 원을 지원하여 총 102명에게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법적 의무 구매비율 달성

발전소 핵심정비 공사 시 기존 특정 기업과의 수의계약에서 벗어나 경쟁계약을 통해 신규 중소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신규업체의 기술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사 토론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향상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계약제도를 개선해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런한 노력의 결과 2015년에는 중소기업

제품의 법적 의무 구매비율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판로확대

판로개척 지원 

공동구매상담회, 시장개척단(로드쇼),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

니다. 2015년에는 17개 건의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활동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공사 간 R&D사례 발굴, 

개발과제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최초 이란 수출지원센터 개소 

한국서부발전은 이란의 경제제재 해소 분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 최초로 이란 수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란 전력시장의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 사전 준비 프로세스를 거쳐 2015년 8월 이란전력기업과의 마케팅 활동을 시작으로 본격 진출하였습니다. 

Business Case

  사업 추진 프로세스   추진 성과

2015.04 이란시장 모니터링/분석

•이란 시장 분석 

  - 중동 전력시장 1위

  - 2016년 경제성장률 4.4% 예상

2015.07 이란전력기업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파트너 탐색/발굴

•이란 바이어 초청 및 중소기업 제품 우수성 입증

2015.08 이란시장 본격진출

•이란전력기업과 마케팅 활동 전개

이란수출지원센터 개소

상담회, 전시장, 교육장 등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

수출금액 확대

화인유니캠 등 5개 사 수출금액 US$ 650만 불 달성

기타 성과

해강알로이社 이란 현지 공장설립 추진

전년 대비 중소기업 

제품구매액 증가율 

4.33 p%

통합구매상담회 개최 

146 회

* 부스 기준 

한국서부발전 및 협력사 임직원

2015.05 협력中企 동반 이란진출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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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of Stakeholders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서부발전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당사는 2011년 설립된 발전설비 R&D 전문기업으로, 2014년 말부터 서부발전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은 협력회

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며 당사의 경우 재무, 행정 및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 2016년 ‘드라이아이스와 스팀을 

이용한 회전 재생식 열 교환기용 세정기술’로 국가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본 기술은 향후 중국으로의 수출이 예상되어 당사의 

해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발전업계 전체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서부발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의 발

전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이 서부발전의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시설 등의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강화되어 서로 Win-Win하는 동반성장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사 ㈜ 지스코 홍성호 대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공공기관 최초로 ERP 시스템에 상생결제시스템을 추가하여 중소기업 협력사가 낮은 수수료로 납품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차 협력사의 부도 시, 2~3차 협력사의 연쇄부도 리스크가 컸던 기존 방식과 달리 영세기

업의 자금 유동성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는 2~3차 협력사로 상생결

제시스템을 확산하여 실질적 지원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추진 성과

한국서부발전은 협력사에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합하고, 차별화된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성과공유제·수탁기업협의회 우수기관 선정 등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1     여성기업 CEO 초청 간담회,  
멘토링 협약

2     협력사 임직원과의 소통 강화

3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및  
설비지원

4     다자간 성과공유 과제 협약식

1 2

3 4

장려금 

환출이자 

법인세 감세

2차 거래처1차 거래처

대금 직접지급 대금 직접지급

3~N차 거래처대기업·공공기관

상생결제 프로세스

상생결제 상생결제 상생결제

기존 동일날짜 

현금 대금 지급

기존 동일날짜 

현금 대금 지급

기존 동일날짜 

현금 대금 지급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

2차 이하 거래처 상생매출채권으로 

조기 현금화 가능

상생결제 가이드북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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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파트너십 구축 

공정거래 이행

공정거래 이행

협력사와의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 

니다. 특히 본사가 태안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 내 영세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계약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 내재화

청렴문화를 내재화하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조직문화 내 공정거래 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약

법규 개정법령 모니터링 제도를 신설해 월 2회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계약담당자 워크솝을 개최하여 

법령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사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투명성 강화

입찰,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입찰공고 시행 전 계약목적물에 대한 기술규격 및 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을 전자입찰시스템

에 게시(5일 이상)하여 입찰참여 희망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발전설비분야 공사입찰 참여  

시 지역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 의무 발주제’ 운영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공정경쟁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료 구매제도 개선

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연료 구매에 대해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협력사에게 기회를 제공 

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풍토 제고

추진성과

내, 외부 청렴도  

각 1등급 상향
민간 협력사 포함  

반기 2회 실시

종합평가 결과 분석  

및 공유, 전파

직무 별 청렴행동  

수칙 제정

청렴 윤리경영 협의회 구성 중간관리자 청렴도 평가 청렴/반부패 개혁안 마련

우편 및 방문접수 입찰전용 보안메일로 접수

시황을 고려한 임의의 목표가격 설정

하고, 초과시 무효 처리

조사가격 10% 범위 내 예정 가격  

결정, 초과시 무효 처리

신규 공급사 납품 가능물량 :  

5,000톤 제한
신규공급사 공급가능물량 상한  폐지

장기계약 공급사와 1:1 협상 시행
장기계약 공급사 대상 공급제의  

요청서 발송에 의한 입찰제의서 평가

구매절차 

투명성 제고

연료 입찰서류 

접수방식 개선

예정가격 도입

바이오매스 신규 공급사  

물량제한 폐지

협상계약 폐지

경쟁확대를 통한 

구매비용 절감  

& 투명성 확보

구분 기존 개선

계약법규 개정법령  

모니터링 수시점검 진행

월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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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발전소)은 지역사회에 근접하게 위치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015년 태안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 서부발전은 주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ore Issue

  기회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따른 공유가치 창출

 •사업장 주변 지역주민 만족도 향상을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 

  위기 •비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 추진으로 인한 관련 예산 낭비

 •한시적, 일회성 사회공헌 활동에 따른 지역사회 불신

사회공헌 추진 전략

한국서부발전의 사회공헌 추진 전략은 기업이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

는 지역사회의 정다운 이웃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기업이념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 

슬로건

2015년 

목표

활동분야 

추진전략

방향

•  어업폐기물의 발전연료 활용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

•농가 시설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  태안 물부족 해결 위한 발전공업용수  

전용배관 공동 활용

•지역불우학생 멘토링 추진

•사업소 별 자체 봉사활동 전개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및  

지역 현안을 고려한 봉사활동 전개

지역주민 및 지자체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

자와의 협업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시행

본사이전지역 니즈 부응 환경보전활동 전개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공감 프로젝트’ 시행

•발전소 부두 방파제 콘크리트 재활용

•발전부산물 자원화

•  기관 불용자산 활용 통한 친환경  

업싸이클링 제품 제작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사업 적극 추진

행복에너지, 정다운 이웃 

본사이전 주민만족도 상승 사업관련 지역민원 감소 지역사회만족도 상승

인간사랑(사회복지, 재난구호) 자연사랑(환경보전)
문화사랑  

(문화예술, 학술교육, 체육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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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발전사업 연계 사회공헌 활동

한국서부발전은 본사가 위치한 태안을 중심으로 본업에 기초한 에너지 복지 증진 활동인 ‘공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감 프로젝트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맞춘’ 봉사를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의미합니다.

행복에너지 공감 프로젝트 

한국서부발전은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행복

에너지 공감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사 이전지역의 니즈에 부응하고,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국민 공기업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사업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저소득 가구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대상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 및 에너지 효율 컨설팅 수행, 에너지 효율화 집 고치기 등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에 있는 우리 사회의 이웃을 위해 서부발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 

태안을 부탁해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과 공동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하

였습니다. 태안군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캠프를 실시하고 지역 협동조합을 지원해 태안 지역의 교육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디딤씨앗 통장

‘디딤씨앗 통장’은 서부발전만의 특화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저축 후원사업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400명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만 원씩 매년 총 4,800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 및 

에너지 효율 컨설팅

에너지 효율화, 집 고치기 

(전기사랑 봉사활동, 러브하우스 등)

연탄보일러 교체 및 연탄 지원 전통시장 고효율 LED등 교체

디딤씨앗통장 후원 사업  

총 지출규모 

총 2 억 6,000 만 원

(2011.02 ~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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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조직 및 실행 체계

한국서부발전의 사회공헌 활동은 CEO 및 전사사무국, CSR정책협의회를 필두로 중장기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소별 봉사센터와 민간협의체가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CSR정책협의회는 2012년부터 사회공헌 활동의 바람

직한 방향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CEO 직속의 노사합동 조직으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SR정책협의회

CEO/전사사무국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간 실행방향 설정

CSR정책협의회

•전사 실행계획 수립

•봉사실적 모니터링

봉사센터

•사업소별 센터

•  민간협의체 연계 자체 

계획 실행

민간협의체

•사회공헌 파트너

•  분야별 봉사활동 공동 

시행 및 홍보

계획수립

계획실행
봉사센터

CEO

전사사무국

민간협의체 사회봉사단

서부발전 사회봉사단

2004년 8월에 창단한 서부발전 사회봉사단은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 체계적이고 지속

적으로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년 첫 업무를 ‘떡국봉사’로 시작하는 서부발

전은 신입사원 입사식과 승진자의 승진턱을 봉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발

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눔이 기금을 봉사활동에 투명하고 체계적으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에너지, 정다운 이웃’이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어둡고 소외 받는 사회구성원과 서로 돕고 나누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35,701

2014

35,312

2015

35,305

2013

봉사활동 참여시간 (단위 : 시간)

28

2014

22

2015

22

2013

1인당 봉사활동 참여시간 (단위 : 시간)

희망발전소 서부발전 대학생봉사단 

전력회사 최초로 대학생봉사단을 구성하여 집 고치기, 주거환경개선, 친환경에너지 캠페인, 멘토링 등 지역 맞춤형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1년 창단 1기 활동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서부발전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서울대 글로벌 봉사단, 태안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태안의 교육, 경제, 복지 분야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전개하였습니다.  

2015년 사랑나눔이 기금 

총 모금액

85.8 백만 원

사랑의 급여 우수리

매월 급여에서 1천 원 미만  

자투리 공제

사회봉사활동 기금 

자발적으로 가입한 희망 계좌 

수에 따라 1계좌 당 1천 원 공제

사랑나눔이 기금

한국서부발전은 ‘사랑나눔이 

기금’ 및 ‘매칭그랜트’를 통해  

봉 사 활 동  비 용 을  조 성 하 고  

있습니다. 사랑나눔이 기금은 

‘사랑의 급여 우수리’와 ‘사회봉

사활동 기금’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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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Voice of Stakeholders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발전과 태안군 노인복지관의 인연은 2010년 ‘경로의 달’ 행사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끈끈한 파트너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동절기마다 함께 진행하는 ‘김장소통’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신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전개되어 그 의의 

가 매우 큽니다. 

한편 태안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절약 교육, 캠페인 등  

전개 시 어르신 분들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발전의 사회공헌 활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

로 소통하며 공통의 비전을 공유한다면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안군 노인복지관  조명숙 부장

사회공헌사업 향후 계획

한국서부발전은 문화예술공연활동 지원 및 협동농장 운영 등 농어촌 지역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재능기부 활동을 시행하여 학생들과의 진로체험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공연나눔 및 스포츠동아리 코칭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1

3

2

4

1   승진자 봉사활동  2   신입사원 봉사활동  3   새해 떡국나눔  4   행복나눔 밥상 후원 

지역사회 기부 비용* 봉사활동 참여인원

4 억 원 6,886 명

2015 
주요 성과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36억 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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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봉사회’ 사랑의 연탄나눔

평택발전본부 봉사단체인 ‘두레봉사회’ 회원과 복합발전팀 직원 

들이 설을 맞이하여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어려운 이웃에게  

배달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협약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중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아동센터 이사지원

평택발전본부 직원들과 협력사가 합동하여 발전소 인근 지역 아동

센터의 긴급 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나바다 기증 물품 전달

사회적 단체인 ‘아름다운 가게’와 연계하여 아나바다 운동에 사용

될 기증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재능기부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초등생에게 부족한 교과목 학습지도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나눔 전기봉사활동

발전소 인근 마을의 노인가구 및 소외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 시설을 점검, 교체하고 전기 안전교육을 시행

하였습니다.

발전소별 사회공헌 활동

평택발전본부 사회공헌 활동

터치포굿 Re-Sync 업사이클링 공헌사업

사회적 기업인 터치포굿과 협력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자원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여 기부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여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꿈너머 꿈 진로멘토링 사업

사내 품질명장의 진로 멘토링을 시행해 학생과 명장 간의 멘토,  

멘티 매칭을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진로  

탐색을 지원합니다.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

관내 8개 읍·면을 찾아가는 농어촌 이동복지관 “사랑의 밥차”  

활동을 통해 무의탁 노약자 및 독거노인들에게 건강진료, 미용,  

점심 제공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약 4,000포기의 김장 김치를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장애우, 사회

복지시설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지역의 배려계층에 전달

하였습니다.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태안의 전통시장인 서부시장을 방문,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할  

후원물품 및 제수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태안발전본부 사회공헌 활동

1 2 3

5 6

1   설맞이 ‘사랑의 집’ 물품 지원   2   서울대 어린이병원 후원   3   노사 사랑의 연탄나눔   4   환경정화활동   5   김장나눔   6   아나바다 활동   7   신입사원 봉사활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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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서인천발전본부 사회공헌 활동

라이스버킷챌린지를 통한 쪽방촌 후원

전국 쪽방촌 거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많은 사람들의 지원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무거운 쌀을 들어 올리는 ‘라이스버킷챌린

지’ 후원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쪽방촌 자활 공동사업장 봉사활동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모여 일하는 자활 공동사업장에 

방문하여 함께 일하고, 점심을 대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구지역 발전 4사 글로벌 문화 멘토링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현장체험 학습을 시행

하였습니다. 36명의 중학생들은 타이페이에서 문화유산 탐방과  

지역 학생들과의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및 장보기 행사 

설을 맞이하여 전통시장가는 날 및 장보기 행사를 시행하고 구입

한 물품을 독거어르신에게 방문 전달하였습니다.

‘청라 호수 국제 도서관’ 도서 후원

서구지역 발전4사는 청라 호수 도서관 개관에 맞춰 4,000만 원  

상당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사 재능기부 ‘전기사랑 봉사활동’

협력사 직원들과 전기사랑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아동센터 등에 

노후전선 철거 및 재배선, 램프 교체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군산발전본부 사회공헌 활동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급여 공제액으로 군산지역에서 생산된 백미를 

직접 구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500여 세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희귀병 앓는 협력회사 직원 성금 전달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회사 직원에게 직원

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치료비로 전달하였습니다.

바닷가 대청소 실시

새만금 방조제 비응항 주변의 대청소 행사에 동참하여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공원 지역 환경정화행사

발전소 정문 앞 공원 지역의 제초작업과 쓰레기 수거작업을 실시

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행복나눔 ‘겨울나기 사랑의 물품’ 전달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게 전기요 등의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노사공동 노인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 금강노인복지관과 사회공헌활동 공동추진 및 상호지원 협

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 8 9

10 11 12

8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   9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나눔 행사   10  태안지역 아동센터 합동 운동회   11  사랑의 헌혈   12  라이스버킷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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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데이터

연결 재무상태표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자산

유동자산 백만 원 1,342,744 994,384 985,330

비유동자산 백만 원 5,811,194 7,226,002 8,222,542

자산총계 백만 원 7,153,937 8,220,386 9,207,872

자본 및 부채

자본총계 백만 원 3,140,555 3,208,711 3,485,986

유동부채 백만 원 684,285 924,341 1,370,158

비유동부채 백만 원 3,329,097 4,087,333 4,351,729

부채총계 백만 원 4,013,382 5,011,675 5,721,887

연결 손익계산서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백만 원 5,760,877 4,844,478 4,224,675

매출원가 백만 원 5,576,361 4,558,053 3,653,430

판관비 백만 원 64,672 77,728 82,344

영업이익 백만 원 119,843 208,697 488,900

기타수익 백만 원 3,196 3,532 3,689

기타비용 백만 원 1,355 413 443

기타이익 백만 원 10,385 3,667 1,534

금융수익 백만 원 34,956 89,206 124,642

금융원가 백만 원 93,677 150,779 192,849

지분법대상기업관련이익 등 백만 원 1,384 8,855 (13,16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백만 원 74,730 162,765 412,305

법인세비용  백만 원 (20,030) 29,537 111,996

당기순이익 백만 원 94,760 133,228 300,309

기타포괄손익 백만 원 1,080 (29,977) 2,784

총포괄손익 백만 원 95,840 103,250 303,093

주요 사업별 매출 실적

사업부문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발전제품 백만 원 5,746,450 4,830,497 4,210,718

주주 현황 정부 보조금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전력공사 % 100 100 100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조금 억 원 203,692 421,465 51,110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제3자 검증의견서 GRI Index 수상 및 가입단체 현황

경제 데이터



90 한국서부발전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전운영 현황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송전량 GMh 55,915 48,424 46,138

고장정지율 % 0.286 0.083 0.138

열효율 % 41.39 41.18 41.08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해외 매출액 억 원 161 173 229

해외 비중 % 0.28 0.36 0.54

경제적 가치 분배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경제적 가치 창출 억 원 58,496 50,090 43,886 매출과 기타 부분 수익의 합

이해관계자

분배

협력사 억 원 55,064 45,631 36,628 회사가 영업을 위해 구매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 금액

임직원 억 원 1,540 1,442 1,748 임직원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주주 및 투자자 억 원 996 896 1,068 채권자에 대한 이자비용

정부 억 원 (133) 419 1,324 재무제표 기준 조세공과금 및 법인세 비용

재투자 억 원 1,016 1,697 3,113 향후 재투자 재원 및 사내유보 이익

지역사회 억 원 14 4 4 지역사회에 기부한 기부금 

총합 억 원 58,496 50,090 43,886 -

전원별 설비용량 전원별 발전 효율

발전소별 평균 가동률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설비 

용량

기력 MW 5,400 5,400 5,400

복합 MW 3,482 3,867 3,867

태양광 MW 25 25 25

소수력 MW 2 2 2

기타 (연료전지,  

풍력 등)
MW 8 21 1,753*

합계 MW 8,917 9,315 11,047

발전량

기력 GMh 37,561 34,659 36,040

복합 GMh 20,480 15,648 11,923

태양광 GMh 28 32 32

소수력 GMh 4 4 4

연료전지 GMh - 29 82

풍력 등 GMh - - 11

합계 GMh 58,073 50,372 48,092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기력 % 38.83 38.68 38.95

복합 % 47.09 48.10 49.34

소수력 - - - -

합계 % 41.39 41.18 41.08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태안화력 % 94.25 91.79 91.96

평택화력 % 89.81 90.57 94.72

평택복합 % 94.08 94.06 99.17

서인천복합 % 93.01 94.58 95.97

군산복합 % 89.71 94.04 74.76

기타 % - - -

합계 % 92.85 92.51 91.64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현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계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출원 등록

295 235 123 99 16 15 5 5 439 354

(2001년~2016년 6월 기준)

해외 매출액 및 비중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경제 데이터

* 동두천 복합화력 지분사업 1,176MW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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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직접배출 천tCO2e 39,048 34,640 33,667

간접배출 천tCO2e 57 80 182

총량 천tCO2e 39,105 34,720 33,849

원단위 배출량 tCO2e/GWh 698 717 734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연료 TJ 509,012 442,363 421,011

전기(기타 포함) TJ 1,175 1,700 3,878

총량 TJ 510,187 444,063 424,799

원단위 사용량 TJ/GWh 9.11 9.17 9.21

환경설비 투자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환경설비 투자비 억 원 891 673 333

환경부문 운영비 억 원 1,198 626 700

환경부문 연구개발비* 억 원 3 17 12

계 억 원 2,092 1,317 1,046 

* 교육훈련비는 운영비에 포함됨

에너지원 별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고체(석탄 등) TJ 316,147 306,055 300,335

액체(중유 등) TJ 34,558 18,461 33,069

기체(천연가스) TJ 158,308 117,848 87,516

기타 TJ 1,175 1,700 3,878

합계 TJ 510,187 444,063 424,799

에너지원 별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고체(석탄 등) 천tCO2eq 28,386 27,222 26,657

액체(중유 등) 천tCO2eq 2,545 1,357 2,434

기체(천연가스) 천tCO2eq 7,982 5,956 4,450

기타 천tCO2eq 192 185 307

합계 천tCO2eq 39,105 34,720 33,849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배출량

SOx 천 톤 14.4 15.0 15.0

먼지 천 톤 0.9 1.0 0.9

NOx 천 톤 29.1 25.6 24.7

원료 사용량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발전용 

연료

유연탄 천 톤  13,261  12,722  12,546 

중유 천 kl  816  432  778 

LNG 천 톤  2,894  2,159  1,614 

바이오연료 천 톤  71  219  266 

발전용수 천 톤  8,683  8,268  8,409 

석회석 천 톤  299  247  293 

약품 천 톤  19  15  15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제3자 검증의견서 GRI Index 수상 및 가입단체 현황

환경/안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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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폐수

배출량 천 톤 944 894 955

재이용량 천 톤 709 737 862

재이용률 % 43 45 47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COD kg 5,224 4,047 8,137

SS kg 1,010 1,793 631

T-N kg 5,068 2,911 7,308

T-P kg 23 19 4

원단위배출량

COD g/GWh 90 94 191

SS g/GWh 17.4 42 15

T-N g/GWh 87.3 154 172

T-P g/GWh 0.4 1.0 0.1

휴업도수율폐기물 배출량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배출량 천 톤 20.3 19 15

재활용량 천 톤 6 9 4

재활용률 % 30 49 29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근로시간 시간 4,171,200 4,262,913 4,430,762

재해발생건수 건 0 0 2

휴업도수율 % 0 0 0.46

공급원(발전소)별 용수 사용량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용량 원단위 사용량 원단위 사용량 원단위

보령댐(태안) 천 톤, L/MWH 6,441

150

6,480

166

6,219

175 

남양호(평택) 천 톤, L/MWH 1,805 1,247 1,660

한강(서인천) 천 톤, L/MWH 314 363 315

옥산(군산) 천 톤, L/MWH 123 179 215

계 천 톤, L/MWH 8,683 8,268 8,409

산업재해율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 산업재해율 % 0.59 0.53 0.50

한국서부발전 산업재해율 % 0.04 0.12 0.15

* 협력사 및 하도급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산업재해율 

* 재활용 외 매립처리 함

환경/안전 데이터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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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고용 

형태별

정규직
남 명 1,763 1,805 1,836

여 명 211 236 241

비정규직
남 명 0 0 3

여 명 1 0 2

성별  
남 명 1,763 1,805 1,839

여 명 212 236 243

총 인원 명 1,975 2,042 2,082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여성관리자 수* 명 20 24 27

평균근속연수 년 14.4 14.8 14.6

이직율 % 0.008 0.011 0.012

* 여성관리자 : 차장급 이상

5~10년 이내 퇴직 예정인 임직원 비율*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남성 % 22 22 25

여성 % 2 2 2

* 매년 말 기준 50세 이상 직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제3자 검증의견서 GRI Index 수상 및 가입단체 현황

* 여직원 중 출산휴가 사용자를 집계함

출산 및 육아휴가 사용현황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출산휴가*
사용자 명 17 19 25

사용률 % 100 100 100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 명 61 78 80

사용률 % 100 100 100

육아휴직
사용자 명 13 23 27

휴직후 복직률 % 100 100 100

구매를 통한 사회적 책임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중소기업제품 억 원 1,930.7 1,681.3 1,911.3

기술개발제품 억 원 207.3 195.0 200.0

여성기업제품 억 원 202.7 259.1 277.2

장애인제품 억 원 9.4 24.4 24.8

중소 협력사 해외마케팅 지원 현황 계약 투명성 확보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담실적 백만 달러 77,791 95,671 130,771

계약실적 백만 달러 16,388 24,261 37,407

지원기업 개사 330 291 399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계약 건 1,499 1,186 1,227

수의계약 건(%) 326(22.5) 289(24.4) 298(24.3)

경쟁입찰 건(%) 1,123(72.1) 897(75.6) 929(75.7)

전자입찰 집행실적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입찰 건 1,449 1,186 1,227

전자입찰 건 1,436 1,178 1,218

전자입찰비율 % 99.1 99.3 99.3

지역사회 투자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사회공헌 투자* 백만 원 1,355 413 443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액 억 원 31 32 36

*   2013년은 해외사업 확대에 따른 해외 현지 후원으로 인해 집행금액이 증가하였
으나, 2014년에는 공기업 부채 감축 및 예산 절감에 따라 집행금액이 감소함

사회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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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지지

한국서부발전은 UN이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에 이어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

ment Goals)를 발표함에 따라, SDGs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한국서부발전 우선 대응 목표 및 관련 활동

한국서부발전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지지하기 위한 대응 우선순위를 아래와 같이 선정,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보건 및 웰빙 증진

•  메르스 등 질병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매뉴얼 전사 배포 

•보건관리 전문화 및 보건관리자 채용

•의무실 설치

에너지 접근 보장

•  에너지 빈곤가구 대상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주택 에너지 효율화 시공

•에너지 실태 점검과 절약법 조언 

•연탄 보일러 교체 및 연탄 지원

경제성장 촉진 일자리 증진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제도 개선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마련

•사회기반 시설 투자 및 지원 서비스 전개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립, 거버넌스 강화

•온실가스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모델 운영 등 감축활동 전개

육상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  사업운영과정에서 육상생태계, 토양 분야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 조사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정화 활동 전개

해양자원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  사업운영과정에서 해양 수질, 해양 물리,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 조사

•  굴 껍데기 등 해양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CO2 감축, 매립비용 절감

SDGs는 UN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지구촌 개발 의제로, 빈곤 종식·기후변화 대응 등을 비롯해 경제성장·일자리 증진· 

지속가능한 산업화 등 17개 목표와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17가지 목표

Goal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Goal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Goal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직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Goal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Goal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Goal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Goal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Goal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Goal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림

Goal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Goal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Goal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Goal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무성 

있는·포용적인 제도 구축

Goal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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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선언서

한국서부발전은 UNGC가 제시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비롯,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  

기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책과 지역 법률의 충돌 시, 보다 높은 차원의 인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노동, 인권 및 근로조건 기준을 적극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인권 정책은 「서부인의 신조 실천지침*」을 토대

로 수립되었으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및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합니다. 

* 서부인의 신조 실천지침: https://www.iwest.co.kr/clean/wpem/wpem.006.asp?mcd=CE004005#004 

인권에 대한 접근

한국서부발전은 

하나, 경영활동에서 인권 침해 요인의 예방을 위하여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나,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기대사항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 인권 관련 활동 및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권원칙

•본사 및 발전소가 위치한 국가 및 지역에서 정하는 노동시간 및 유급휴가 규정 준수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출신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포함, 불법체류 근로자 고용 등 잘못된 노동 관행 금지

•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 권고하는 노동 원칙과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 원칙 준수 : 안전, 보건 및 근무시간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임직원에 대한  

인권경영

•협력회사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공존을 위한 활동 전개

•계약 체결 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부패방지에 대한 청렴 서약을 징구함 

•  서부발전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협력회사 임직원들에게도 당사의 인권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 지속

•  공급망 내 인권 관련 이슈(법률, 규정임금, 노동시간, 근무조건 등) 발견 시 적극적 조치 실시 및 향후 사례 관리 시행

협력기업에 대한  

인권경영

•발전소가 위치한(사업 중인) 지역 현지인들의 기본 생존권 및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요소 예방 및 관리 

•지역사회 주민의 의견, 고충 등을 정기적으로 수집 및 청취하는 채널 운영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속적 전개를 통한 주민의 권리 보장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경영 활동에 수반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예방적 관점에서의 사업 시행

•에너지 및 온실가스, 폐기물, 수자원 등을 포함한 주요 환경 데이터 보고 및 공개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교육 실시, 발전설비 관련 전문 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 매뉴얼 운영

환경보전과  

안전사고 예방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제3자 검증의견서 GRI Index 수상 및 가입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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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하 ‘지속가능경영원’)은 ‘한국서부발전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의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으로서 검증을 요청 받아 다음과 같이 검증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목적

본 검증의견서는 보고서의 내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나 편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 이슈가 적절하

게 도출되어 보고되었는지에 대해 독립적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 검증의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사항 및 독립성

본 보고서는 2014, 2015년도 한국서부발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추진 노력,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한국서부발전에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보고서에 대한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경영진에게 검증의견을 제공함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 

검증을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는 한국서부발전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 상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기준 및 제한사항

지속가능경영원은 AA1000AS(2008) 검증기준의 3대 항목인 포괄성, 중대성, 대응성 및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G4의  

보고서 내용 및 품질에 관한 원칙을 고려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검증은 국내외 사업장 가운데 태안에 위치한 본사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증업무의 범위는 보고서에 포함된 성과에 한정되

어 있으며, 그 이전 데이터와 온라인 정보는 참고하였으나 검증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기관으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본 검증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검증절차

지속가능경영원은 검증을 위해 회사 담당자와 인터뷰한 내용 및 회사가 제공한 관련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주요 검증절차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의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적용 여부 검토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정보 수집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중대성 평가 과정 및 주요 이슈 확인, 관련 사내 정책 검토

•현장 실사를 통한 담당자 인터뷰 및 세부 데이터 확인

검증의견

지속가능경영원은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검증 절차대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서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보고서에 실린 내용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보고서가 GRI G4 Comprehensive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수행한 검증 활동에 근거하고 AA1000APS 원칙을 고려한 검증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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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성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참여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  한국서부발전은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이에 맞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핵심 이해관계자로 구분한 주주 및 투자자, 출자사, 

정부, NGO 및 대외협력기관,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 협력사의 주요 관심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한국서부발전의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에서 누락된 이해관계자 그룹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중대성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는가?

•  한국서부발전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주요 이슈를 확정하였고, 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설문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원은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응성

이해관계자의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  한국서부발전은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했으며, 그 성과를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지속가능경영원은 한국서부발전이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

습니다.

권고사항

지속가능경영원은 검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권고사항을 제시합니다.

•  한국서부발전은 설문조사, 간담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10가지 중대이슈를 선정하고 관련된 주요활동을 보고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도출된 중대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된 성과를 중점

적으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  한국서부발전은 ‘2025년 해외매출 1.5조 원 글로벌 기업 도약’이라는 전략 방향 아래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이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해외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그 결과 

및 성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한국서부발전은 공급망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협업체계 구축, 안전보건경영 인증 의무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향후에는 안전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윤리 등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요소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사를 지원 및 관리하기를 

권고합니다.

2016년 10월

원장 박동민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GRI Index 수상 및 가입단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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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GRI G4 ISO 26000 적용 수준 해당 페이지

1. 일반지표

a. 전략 및 분석

G4-1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조직, 전략에 관한 최고의사결정자의 선언 
4.7, 6.2, 7.4.2

● 4-5

G4-2 핵심 영향, 위험과 기회 ● 18-19, 50-51

b. 조직 프로필

G4-3 조직명

6.3.10,  

6.4.1-6.4.5, 

6.8.5, 7.8

● 6

G4-4 주요 브랜드, 제품, 서비스 ● 6

G4-5 본사/본부 소재지 ● 6

G4-6 조직이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수와 이름 ● 6

G4-7 조직 소유 형태와 법적 형태 ● 22-23, 89

G4-8 시장 영역(지리적 분할, 서비스 분야, 고객유형 및 수혜자 등 포함) ● 6-7, 16-17

G4-9 조직의 규모 ● 6, 89, 93

G4-10 인력의 크기 ● 93

G4-1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 98 

G4-12 조직의 공급망 ● 16-17, 78-81

G4-13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조직의 규모, 구조, 소유, 공급망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 ● 15

G4-14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에 대한 명시 ● 50-51

G4-15 조직이 가입하였거나 지지하는 외부의 경제, 환경, 사회에 관한 헌장, 원칙, 기타 이니셔티브 목록 ● 94-95

G4-16 조직이 가입한 협회(산업 협회 등)나 국내 또는 국제 후원기관 ● 105

EU1 전원별 설비용량 ● 90

EU2 전원별 발전량 ● 90

EU3 지역별, 산업별 고객 수 N/A -

EU4 송배전 길이 N/A -

EU5 배출량 거래 시스템에 따른 배출권 할당분 ● 56, 57

c. 중대이슈 및 보고경계 도출 

G4-17
조직의 연결재무제표 또는 그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된 모든 주체의 목록, 수록 되었으나 보고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주체

5.2, 7.3.2-7.3.4

● 6-7

G4-18 보고서 내용과 측면경계 결정 과정, 보고서 내용 결정 과정에 보고원칙 적용 ● 30-33

G4-19 보고내용 결정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중대측면의 목록 ● 31

G4-20 각 중대측면별 조직 내 측면경계, 조직 내 측면경계와 관련된 한계 ● 30-33

G4-21 각 중대측면별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 조직 외부의 측면경계와 관련된 한계 ● 30-33

G4-22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이 미치는 영향과 그러한 수정보고 이유 ● 해당 데이터에 표기

G4-23 이전 보고기간 이후의 범위 및 측면경계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 ● 변화 없음

d. 이해관계자 참여

G4-24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목록

5.3

● 29

G4-25 조직이 관여할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기준 ● 29

G4-26 형태별, 이해관계자 그룹별 빈도로 본 이해관계자 협의에 대한 접근 방식과 보고서 준비를 위한 참여 프로세스 ● 30-33

G4-27
보고서 발간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되어 온 중대이슈 대응 방법 및 결과  

(이해관계자별 주요 이슈)
● 30-33

● 전체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사이트 알리오(http://www.alio.go.kr/home.do) - ‘노동조합 가입정보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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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 G4 ISO 26000 적용 수준 해당 페이지

1. 일반지표

e. 보고 프로필

G4-28 제공한 정보의 보고기간(회계연도 또는 역년)

7.5.3, 7.6.2

● 2

G4-29 최근에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보고일자 ● 2

G4-30 보고 주기(매년, 격년 등) ● 2

G4-31 보고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문의 시의 연락처 ● 2

G4-32 GRI Index 및 조직이 선택한 ‘부합’ 방법 ● 2

G4-33 보고서 외부 검증 - ● 96-97

f. 지배구조

G4-34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위원회를 포함한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를 보고한다. 

또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이 있는 위원회

6.2, 7.4.3

● 23, 28

G4-35 경제·사회·환경 과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경영진-직원으로의 권한위임 프로세스 ● 22-23, 28

G4-36 경제·사회·환경 분야에 대한 임원 레벨의 책임자 존재 여부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의 직보체계 수립 여부 ● 22-23, 28

G4-37 경제·사회·환경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최고 의사결정기구간의 협의 절차 ● 22-23

G4-38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구성 보고 ● 22-23

G4-39 CEO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의장을 겸임하는지 명시 ● 22

G4-40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추천 과정 및 선정 기준 ● 22-23

G4-41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간 이해충돌을 피하는 프로세스 ● 22-23

G4-42 경제·사회·환경 분야별 목적, 가치, 미션, 전략, 정책, 목표 등을 구축하는데 있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 22-23, 27

G4-43 경제·사회·환경 주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전문성 제고 방안 ● 22-23, 27

G4-44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의 관리방식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 성과 평가에  

대한 대응 조치
◐ 23

G4-45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최고 거버넌스 기구의 역할,  

최고 거버넌스 기구가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을 거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과 위험 및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지 여부

● 27

G4-46 조직의 경제·사회·환경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및 영향력 ● 22-23

G4-47 경제·사회·환경 영향 및 리스크, 기회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검토 빈도 ◐ 23

G4-48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모든 중대이슈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공식적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가진 

최고 임원 
● 27-28

G4-49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의 심각한 우려 사항 전달 과정 ● 23

G4-50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는 불만의 성격, 횟수, 빈도 및 해결을 위한 고충처리 매커니즘 ● 23

G4-51
a.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고위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보수정책

b.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임원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환경 성과 기준
● 23

G4-52 보수 결정 절차 ● 23

G4-53 보수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포함 여부(투표권 행사 등) ● 23

G4-54 동일국가 내 총 근로자 평균 보상금액 대비 조직 내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금액 비율 
6.2, 7.4.3

● 99 

G4-55 동일국가 내 총 근로자 평균 보상금액 상승율 대비 조직 내 최고 연봉자의 연간 총 보상금액 상승율 ● 99 

g. 윤리 및 청렴도

G4-5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그리고 행동강령, 윤리강령과 같은 행동규범

7.7.5, 4.4, 6.6.3

● 71

G4-57 윤리 및 법규준수 행위와 조직의 청렴성 문제에 대한 내외부의 자문 메커니즘 ● 24-25

G4-58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조직의 청렴성 문제 등을 신고할 수 있는조직의 내외부 제도 ● 25

● 전체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사이트 알리오(http://www.alio.go.kr/home.do) - ‘직원 평균 보수 현황’ 및 ‘임원 연봉 현황’ 확인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수상 및 가입단체 현황제3자 검증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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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Index

 GRI G4 ISO 26000 적용 수준 해당 페이지 외부 검증

2. 세부지표

경제

경제 성과

G4-EC1 직접적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5.3

● 89

G4-EC2 기후변화가 조직의 활동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및 기타 위험과 기회 ● 56-58

G4-EC3 조직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 채무 충당 ● 사업보고서 p.196

G4-EC4 정부지원금 ● 89

시장현황

G4-EC5 주요사업지역에 대해서 현지의 최저임금과 비교한 신입사원의 임금

6.3.7, 6.3.10 

6.4.3-6.4.46.

8.1-6.8.2

● 100 

G4-EC6 주요 사업장(해외: 인도네시아 법인)의 지역사회에서 고용된 고위 경영진의 비율

6.4.3,

6.8.1-6.8.2,

6.8.5, 6.8.7

○ -

간접경제효과

G4-EC7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지원 서비스의 개발 및 영향
6.3.9, 6.8.1-6.8.2,

6.8.7, 6.8.9
● 82-87

G4-EC8 영향 규모 등 중요한 간접 경제효과

6.3.9, 6.6.6-6.6.7, 

6.7.8, 6.8.1-6.8.2, 

6.8.5, 6.8.7, 6.8.9

● 82-87

조달관행

G4-EC9 주요사업장에서 현지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지출 비율
6.4.3, 6.6.6,

6.8.1-6.8.2, 6.8.7
● 90, 93

가용성 및 신뢰성

EU10 장기 전력 수요 예측량에 따른 전원별 설비 확충 계획 ● 37, 39

연구개발

EU8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 지출금액 및 활동 현황 ● 49

시스템 효율

EU11 전원별 발전 효율 ● 37-38, 90

EU12 전체 에너지 대비 송배전 손실률 ◐ 40

환경

원료

G4-EN1 사용자원의 총 무게나 부피
6.5.4

● 91

G4-EN2 재활용 자원 이용 비율 ● 92

에너지

G4-EN3 조직내 직접 에너지 소비

6.5.4

● 91

G4-EN4 조직외 에너지 소비 ● 58

G4-EN5 에너지원 단위 ● 91

G4-EN6 에너지 사용 절감량
6.5.4-5

● 91

G4-EN7 제품 및 서비스의 에너지 감축량 ● 57-58

수자원

G4-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6.5.4

● 92

G4-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 92

G4-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 92

● 전체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사이트 알리오(http://www.alio.go.kr/home.do) - ‘직원 평균 보수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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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 G4 ISO 26000 적용 수준 해당 페이지 외부 검증

2. 세부지표

환경

생물다양성

G4-EN11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 관리하는 소유, 임대, 관리하는 토지

6.5.6

● 62

G4-EN12 생물 다양성이 있는 서식지 및 보호지역 내에서의 사업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한 중요한 영향 ● 중대한 영향 없음

G4-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 관련건수 없음

G4-EN14
조직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과 국가지정 멸종위기종의 수

(지역별, 멸종위기 레벨별)
N/A -

EU13 생물 서식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범위 ● 62

배출

G4-EN15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6.5.5

● 91

G4-EN16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91

G4-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 58

G4-EN18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 91

G4-EN19 온실가스 감축 ● 91

G4-EN20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6.5.3, 6.5.5 N/A -

G4-EN21 NOx, SOx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6.5.3 ● 91

폐수 및 폐기물

G4-EN22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6.5.3-4 ● 92

G4-EN23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6.5.3

● 58-59, 92

G4-EN24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 유출건수 없음

G4-EN25 바젤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송, 처리량 및 해외반출된 폐기물 비율 N/A -

G4-EN26 폐수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 명칭, 규모, 보호대상 및 생물다양성 가치 ○ 62

제품 및 서비스

G4-EN27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6.5.3-6.5.5, 6.7.5

● 58-59

G4-EN28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N/A -

규정 준수

G4-EN29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금액 및 제재 건수 4.6 ● 63

물류

G4-EN30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6.5.4, 6.6.6 ● 58

전반

G4-EN31 형태별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6.5.1-6.5.2 ● 91

환경관련 고충처리 매커니즘

G4-EN34 환경영향에 따른 불만 수 및 공식적인 불만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된 수 06.3.6 ◐
62

(소통협의회 12회 개최)

사회

임직원

EU15 직무별 또는 지역별 5~10년 내에 은퇴할 예정인 임직원 비율 ● 93

G4-LA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6.4.3 ● 71, 93

G4-LA2 상근직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6.4.4, 6.8.7 ● 74-75

G4-LA3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후 복귀 비율 6.4.4 ● 93

EU17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 활동에 관련된 도급업자 및 하도급업자의 근무일 수 ○ -

EU18 보건안전 교육을 받은 하청업체 비율 ◐ 69

● 전체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GRI Index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수상 및 가입단체 현황제3자 검증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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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지표

사회

노동관리

G4-LA4 운영상의 변화에 따른 사전 고지기간 6.4.3, 6.4.5 ● 102 

작업장 보건안전

G4-LA5
보건과 안전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을 돕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 및 보건위원회로  

대표되는 인력의 비율
6.4.6 ● 68

G4-LA6 지역별 및 성별 부상, 질병, 결근률과 작업관련 사상자수 6.4.6, 6.8.8 ◐ 92

G4-LA7 보직상 높은 사고 및 질병발생 위험을 가진 직원수 6.4.6, 6.8.8 ● 69

G4-LA8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6.4.6 ● 64-68

훈련 및 교육

G4-LA9 종업원 유형별, 성별 1인당 한해 평균 훈련 시간 6.4.7 ● 73

G4-LA10 지속적인 고용가능성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6.4.7, 6.8.5 ● 72-73

G4-LA11 정기적 성과 및 경력개발 리뷰를 받은 종업원의 비율(성별, 종업원 유형별) 6.4.7 ● 72-73

다양성 및 차별금지

G4-LA12 성별, 나이, 소수자 등 다양성 지표에 따른 종업원과 지배기구의 구성 및 기타 다양성 관련 지표
6.2.3, 6.3.7, 

6.3.10, 6.4.3
● 71, 93

평등한 보상

G4-LA13 종업원 유형별 남녀의 평균 임금 비율
6.3.7, 6.3.10, 

6.4.3, 6.4.4
● 75

노동관행 고충처리 매커니즘

G4-LA16 노동관행에 따른 불만 수 및 공식적인 불만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된 수 6.3.6 ● 76-77

인권

투자

G4-HR1 인권 조항을 포함하거나 인권심사를 받는 주요투자계약 비율 6.3.3, 6.3.5, 6.6.6 ● 관련사례 없음

G4-HR2
인권 정책 또는 운영과 관련된 인권 지표 고려 절차에 대한 종업원 총 교육 시간  

(교육받은 직원 비율 포함)
6.3.5 ● 95

차별금지

G4-HR3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6.3.6, 6.3.7, 

6.3.10, 6.4.3
● 차별사례 없음

단체교섭의 자유 및 단결권

G4-HR4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예방 조치

6.3.3-6.3.5, 

6.3.8, 6.3.10, 

6.4.5, 6.6.6

● 95

아동노동

G4-HR5 아동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6.3.3-6.3.5, 

6.3.7, 6.3.10, 

6.6.6, 6.8.4

● N/A

강제노동

G4-HR6 강제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분야 또는 공급업체 및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6.3.3-6.3.5, 

6.3.10, 6.6.6
● N/A

보안관행

G4-HR7 인권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해 훈련받은 보안 인력의 비율
6.3.4, 6.3.5,

6.6.6
○ -

● 전체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사유 발생일 기준 14일 이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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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지표

지역주민 권리

G4-HR8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6.3.4, 6.3.6,

6.3.7, 6.3.8,

6.6.7, 6.8.3

● 침해건수 없음 

평가

G4-HR9 인권관련 점검 및 평가를 받는 사업장 수 및 비율
6.3.3, 6.3.4,

6.3.5
◐ 95

인권 고충처리 매커니즘

G4-HR12 인권영향에 따른 불만 수 및 공식적인 불만처리 매커니즘을 통해 해결된 수 6.3.6 ● 77

사회

지역사회

G4-SO1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 영향평가 및 개발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의 비율
6.3.9, 

6.5.1-6.5.3, 6.8
● 82-87

G4-SO2 지역사회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6.3.9,

6.5.3, 6.8
● 82-87

EU22 프로젝트 유형별 물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대체 및 보상을 받은 지역민의 수 N/A -

반부패

G4-SO3 부패 및 중대한 리스크로 평가된 사업장 수 및 비율 6.6.1-6.6.3 ◐ 25

G4-SO4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6.6.1-6.6.3, 6.6.6 ● 25

G4-SO5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6.6.1-6.6.3 ● 1건(해임)

공공정책

G4-SO6 국가별, 혜택자별 정치 기부 총 가치 6.6.1-6.6.2, 6.6.4 ● 기부 없음

독점행위

G4-SO7 부당 경쟁행위 및 독점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건수 및 그 결과
6.6.1-6.6.2,

6.6.5, 6.6.7
●

사업보고서 

P.271, 272

제재

G4-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4.6 ●
사업보고서 

P.271, 272

제품책임

고객 보건안전

G4-PR1 개선을 위해 보건안전 영향 평가를 고려하는 특정 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 비율
6.7.1-6.7.2, 

6.7.4-6.7.5, 6.8.8
N/A -

G4-PR2 제품 및 서비스의 고객 건강과 안전 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한 사례의 횟수와 형태
4.6, 6.7.1-6.7.2, 

6.7.4-6.7.5, 6.8.8
● 관련건수 없음 

EU25 법적 판단과 질병등으로 인한 재무적 투자기업의 부상과 사망자수 ● 관련건수 없음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G4-PR3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및 라벨링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정보 유형과 이러한  

정보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의 비율
6.7.1-6.7.5, 6.7.9 N/A -

G4-PR4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사례의 횟수와 형태
4.6, 6.7.1-6.7.5, 

6.7.9
N/A -

G4-PR5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3.7.1-6.7.2, 6.7.6 N/A -

마케팅

G4-PR6 판매가 금지되거나 분쟁이 일어난 제품 - N/A -

G4-PR7 광고, 판촉, 후원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사례의 횟수와 형태
4.6,  

6.7.1-6.7.3
N/A -

● 전체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GRI Index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수상 및 가입단체 현황제3자 검증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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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지표

제품책임

고객 정보보호

G4-PR8 고객개인 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건수 6.7.1-6.7.2, 6.7.7 ●
41

(관련건수 없음)

규제

G4-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4.6, 6.7.1-6.7.2, 

6.7.6
● 위반 없음 

접근성

EU26 서비스 제공 의무지역내 전력 미지급 지역범위 ○ -

EU27 지불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전력공급 중지 건 수 ○ -

EU28 발전소 정지 빈도 ● 36

EU29 평균 발전정지 기간 ● 36

EU30 발전원별 발전소 평균 이용률 ● 38

● 전체보고 ◐ 부분보고 ○ 미보고

UN Global Compact

구분 원칙 GRI 보고 페이지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G4-HR2, G4-HR7,G4-HR8, G4-HR9, G4-HR12,  

G4-SO1, G4-SO2 
71, 95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G4-HR1, G4-HR10, G4-HR11 71, 95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G4-11, G4-HR4, G4-LA4 103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G4-HR6 95, 103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G4-HR5 95, 103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G4-10, G4-EC5, G4-EC6, G4-LA1, G4-LA3, G4-LA9, 

G4-LA11, G4-LA12, G4-LA13, G4-HR3
71, 95, 103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G4-E2, G4-EN1, G4-EN3, G4-EN8, G4-EN15,  

G4-EN16, G4-EN17, G4-EN20, G4-EN21,  

G4-EN27, G4-EN31

56, 60, 94,95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G4-EN1, G4-EN2, G4-EN3, G4-EN4, G4-EN5,  

G4-EN6, G4-EN7, G4-EN8, G4-EN9, G4-EN10,  

G4-EN11, G4-EN12, G4-EN13, G4-EN14, G4-EN15, 

G4-EN16, G4-EN17, G4-EN18, G4-EN19, G4-EN20, 

G4-EN21, G4-EN22, G4-EN23, G4-EN24, G4-EN24, 

G4-EN25, G4-EN26, G4-EN27, G4-EN28

55, 63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G4-EN29, G4-EN30, G4-EN31, G4-EN32,  

G4-EN33, G4-EN34
48,49,59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G4-EN6, G4-EN7, G4-EN19, G4-EN27, G4-EN31 24,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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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및 가입단체 현황

연도 수상명 수상기관

2015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기관 선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정부3.0 공공기관 평가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2015 대한민국지속가능성대회 지속가능성지수 1위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한국의 경영대상 경영품질분야 대상 한국능률협회

2015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대통령 표창 국가기술표준원

2015 한국아이디어경영대상 공기업부문 2년 지속 대상 한국제안활동협회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동시 수상 국민안전처

2014

국민신문고 대상(부패방지부문) 대통령 표창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PIPL) 인증 획득 행정자치부

발전소 지역지원 최우수기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수상(금상3/은상3/동상1) 한국표준협회

수상

가입단체

분야 협회명

품질·혁신

한국윤리학회

한국식스시그마 연구회

한국제안활동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품질경영학회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 CCS 협회

발전기술

대한기계학회

대한전기학회

한국전기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플랜트학회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산업자산관리협회

분야 협회명

안전

대한간호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매경안전환경연구원

한국안전인증원

건설

대한용접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경영·경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미래에너지포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소기업학회

GRI Index지속가능경영 데이터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지 수상 및 가입단체 현황제3자 검증의견서



올해로 일곱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그간 여섯차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

우를 활용하고, 기존에 발행하였던 보고서 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 

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속가능경영 담당 조직인 기획처 처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창조

기획팀장 및 본사에 있는 지속가능경영 각 분야의 실무진을 팀원으로 보고서 작성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T/F팀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교육 및 보고서 작성 워크숍을 시행하

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해와 몰입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이해관계

자와의 소통의 도구여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입각하여, 경제,환경,사회 분야의 이해관계자  

인터뷰 시행 및 사외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보고서 작성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시행하여 보고서 품질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요약본’을 최초로 발간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매번 더  

나아진 보고서가 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조직 및 후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T/F팀

구분 팀원

총괄책임자 기획처장 문영수

T/F 총괄팀장 창조기획팀장 김종균

T/F 팀원

보고서 작성 총괄 창조기획팀 김성헌 차장, 장승범 대리

경제성과 분야 발전계획팀 구남희 차장. 건설총괄팀 나한진 차장 등 7명

환경·안전성과 분야 기후환경팀 황수연 차장, 산업안전팀 박혁 차장 등 5명 

사회성과 분야 문화홍보팀 엄문성 차장, 동반성장팀 박종래 차장 등 6명

보고서 자문, 작성, 디자인, 인쇄 총괄 한국생산성본부 박태호 팀장(PM)

검증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보고서 문의

홈페이지 : www.iwest.co.kr

담당부서 : 기획처 창조기획팀

전화 : 041-400-1213    

E-Mail : ksh@iwest.co.kr

한국서부발전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www.iwest.co.kr

친환경적으로 개발·관리된 삼림에서 생산된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TM(Forest Stewardship CouncilTM 산림관리협의회)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

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