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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전체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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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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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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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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화

에 따라 발전산업의 성장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해결

을 위한 신기후체제 출범은 향후 우리회사의 설비구성과 용량, 재무구조 전반

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희망의 미래와 마주하기 위해 서부발전이 실천할 과제들을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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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하는 에너지 기업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서부발전의 약속입니다. 건강하고 밝은 서부발전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변함

없는 애정으로 서부발전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한국서부발전㈜ 사장  정 하 황

CEO 메시지

CEO 메시지 기업소개 2014/2015년 하이라이트 KOWEPO Visi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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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사우디 라빅 O&M

자본금 

1,589 억 원

매출액 

42,247 억 원

자산 규모 

92,079 억 원

▲ 1,204

▲ 1,320

화순풍력발전소한국서부발전 본사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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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이지리아 엑빈 O&M

인도네시아 숨셀-5 O&M태안 IG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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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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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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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마하라쉬트라 복합

호주 물라벤 광산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

라오스 푸노이 수력

청라 김포 집단에너지

평택 2복합

태안화력 

9,10호기

장흥 풍력

화순 풍력

▲ 388

▲ 410

▲ 300

▲ 728

 운영   진행  ▲ 설비용량(MW)  (2016년 8월 기준) 

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 발전소 

동두천 LNG복합

태안 IGCC 실증플랜트 

인도네시아 석탄선적터미널

인도 마하라쉬트라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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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숨셀-5 O&M

▲ 800 만 톤/년

▲ 800 만 톤/년

CEO 메시지 기업소개 2014/2015년 하이라이트 KOWEPO Vision 2025

평택발전본부

서인천발전본부

군산발전본부

태안발전본부

나이지리아 엑빈 O&M



발전기수

8 기

설비용량

4,000 MW

발전기수

12 기

설비용량

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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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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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수

16 기

설비용량

1,80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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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

설비용량

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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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용량

407.3 MW (IGCC 발전기 1기, 346.3MW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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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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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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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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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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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메시지 기업소개 2014/2015년 하이라이트 KOWEPO Vision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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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EPO Vision 2025

“Beyond Energy, Create Happiness”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
Vision 

2025

중장기 경영목표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

•온실가스 감축률 15%

•신재생발전량 10%

•설비용량 20,348㎿

•5대 핵심기술* 선도

•고객만족도 최우수기업

•상생협력(CSV) 선도

•지속가능경영 AAA

•  글로벌·전문인재 양성 20%

경영전략

경영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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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가치 창출 친환경·안전 경영 선도 내부역량 향상 사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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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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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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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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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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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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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

•환경영향 최소화

•  환경법규 준수 및 사고 예방

•  재난안전관리 실행 체계 강화

•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사이버보안 국가정책 이행 철저

CEO 메시지 기업소개 2014/2015년 하이라이트 KOWEPO Vision 2025

•글로벌/전문인재 인원 438명 

•동반성장 실적평가 우수 등급

•지역사회 만족도 88.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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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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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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ility 
Value approach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신성장동력 확보

환경영향 최소화

재난안전관리 실행체계 강화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13

15

18

20

22

지속가능경영 활동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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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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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원, 전력연구원 

•  제작사 합동 진단   

- 고장유형 및 결함원인

•타 발전사 사례 전파

•유사고장 방지대책 수립

고장 예측 정밀 진단 예방대책 시행 성과 공유

“중대고장 예방을 통한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고장 대응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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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고사례 파악

•  설비이상 조기 감지  

- 온라인감시 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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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 긴급정비

•  장기 : 설계변경·교체 및  

설비개선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신성장동력 확보 환경영향 최소화 재난안전관리 실행체계 강화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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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한국서부발전 201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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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테러 시 발전제어시스템 응급

복구 훈련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점수

84.2 점

2015 
주요 성과

고장정지 시간

218 시간

저품질비용*

5 % 저감

비계획손실률 

0.15 %

*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못해서 발생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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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방향 품질경영 문화구축 품질시스템 혁신 품질전문성 강화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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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자재 품질검사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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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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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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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경험자료 등 발전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기자재 품질검사매뉴얼」을 국내 최초로 자체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전 사업소에 배포하고 협력회사에 전파하여 품질검사 기술 수준 향상과 전력산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진단결과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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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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동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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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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IGCC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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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신재생 발전비율 2.6 %

(1,500GWh)

신재생 발전비율 4.5 %

(2,900GWh)

신재생 발전비율 10 %

(5,600GWh)

2015년 2018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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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 신성장동력 확보 환경영향 최소화 재난안전관리 실행체계 강화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272 건

연구개발비용 

27,136 백만 원 

2015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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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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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발전설비 운영기술

② 가스터빈 국산화 기술

③ IGCC* 운영·연계기술

④ 신재생에너지 적용기술

⑤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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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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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핵심기술 개발률 현황

2014년 대비 9 p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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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법적 규제를 적용받는  

수도권 영흥석탄화력  

규제치 보다 약 40% 낮은  

수준으로 개선 예정

단기 대책(2016~2019년) 장기 대책 (2020~2030년)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 자발적 협약 

모범 사업장 현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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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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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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인력 지속적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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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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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개 추진 목표 

환경정보 공개활동 시행

(단위 : 횟수/년)

20
30 30

40 40

2018 2020 2025 20302016

환경법규 위반 건수 

0 건

소통협의회 개최 성과

12 회

2015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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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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조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최고책임관(CSO)

발전처 안전품질실 건설처

재난종합상황실 방재센터(발전)  안전센터(건설) 전력수급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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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Together, Create Future

Global

수준 역량확보

High-level

안전시스템 확립

Safety Partnership

강화

Active

재난관리체계 확립

중장기 

목표

4대 

전략방향

비전

재난안전 인프라  

적기 확보

2015-2017

재난안전 First  

경영체계 운영

2018-2021

재난안전경영  

글로벌 선도

2022-2025

12대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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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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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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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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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산업재해율 2015년 안전관리 비용

0.15 % 3,923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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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주요 성과

K-OHSMS 인증서안전보건 국제인증서 K-OHSMS18001,

OHSAS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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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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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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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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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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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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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지역사회의 정다운 이웃으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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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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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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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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발전 사회봉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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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눔이 

기금을 봉사활동에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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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01

2014

35,312

2015

35,305

2013

봉사활동 참여시간
(단위 : 시간)

지역사회 기부 비용* 봉사활동 참여인원

4 억 원 6,886 명

2015 
주요 성과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36억 원 제외

재난안전관리 실행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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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별 사회공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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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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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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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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데이터

환경/안전 데이터

사회 데이터 

27

28

29

Appendix



27

경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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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데이터 경제 데이터 환경/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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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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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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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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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폐수

배출량 천 톤 944 894 955

재이용량 천 톤 709 737 862

재이용률 % 43 45 47

수질오염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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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 사용량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용량 원단위 사용량 원단위 사용량 원단위

사용량
천 톤,  

L/MWH
8,683 150 8,268 166 8,409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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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도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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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배출량

구분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배출량 천 톤 20.3 19 15

재활용량 천 톤 6 9 4

재활용률 % 30 49 29

* 재활용 외 매립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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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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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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데이터 경제 데이터 환경/안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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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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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