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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mise for the Future

GRI G3 Guideline 적용기준 
한국동서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G3 보고서 

적용 수준 기준표에서 ‘A’수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음을 공시합니다.

보고서 개요

보고서 목적  

한국동서발전의 네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서 회사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성과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보고서 작성 기준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3 가이드라인과 국내 

지속가능경영 보고 기준인 BEST 가이드라인(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발간되었습니다.



보고범위  

본 보고서는 서울 본사 및 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주기  

한국동서발전은 2007년 5월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본 보고서의 보고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정량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시계열 추세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의 기준단위  

본 보고서에 사용된 단위는 KRW(대한민국 원) : 통화단위, MW(설비용량), 

GWh(발전량), TOE(에너지 사용량), kg-CO2/kWh(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추가정보  

본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인터넷과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www. ewp.co.kr
담당부서 : 기획처 녹색경영팀

연락처 : tel)02-3456-8382  fax)02-3456-8459
e-mail : sustainability@ew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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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그 성과를 알려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해 경영여건이 대단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동서발전은 혁신적인 경영개선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까지 아시아 5위권의 세계적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비전

을 세우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신사업 개척

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발전소 건설, 

O&M, 자원개발 등 각종 프로젝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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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우리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우리의 미래세대가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

이와 더불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경

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전력그룹사 최초로 ‘녹색경영 비전’을 선포하였습니

다. 이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원 확충,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그리고 녹색생

활 실천 및 녹색일터 가꾸기 등 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녹색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협력회사와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는 한편, 더불어 사는 행

복한 사회를 위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Needs에 부합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경영

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존경받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국동서발전의 끊임없는 도전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2009. 2

‘EWP 비전 2012’ 선포식

2009. 2
발전회사 최초 
‘탄소중립(Carbon Neutral) 인증’ 
획득

2009. 3
세계최초 신개념 발전운영 
시스템인 POMMS 센터 개소 

2009.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2009. 8
당진소수력발전 UN기후변화협약에 

CDM사업 등록

2009. 8
206MW 필리핀 풍력발전사업 
본 계약 체결

2009. 6

아이티 30MW 디젤 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 계약 체결

2009. 6
녹색혁명 Korea Green Awards 녹색성장 
현장부문 대상 수상

2009. 4
‘저탄소 녹색경영 비전’ 선포

2009. 5
울돌목시험조류발전소 준공

Highlight 2009



2009. 10
대한민국 2009 녹색에너지상 대상 수상

2009. 10
북미전력원가협회 EUCG 선정 당진화력 1호기 
최장기간 무고장 운전상 수상

2009. 9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Global Power Plaza in Asia」개최

2009. 9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한국동서발전의 세 번째 보고서)

Striding To
A Better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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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주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3년 연속 선정 

2009. 11
신사업 진출지역 ‘1사 1촌’ 봉사활동

2009. 12
당진 소수력 발전설비 준공 

2009. 12
인도 최대 발전회사 
타타파워와 해외사업 협력 체결





Creation & 
        Innovation

   동서발전소개 

•회사소개    10

•기업지배구조   12

•윤리경영   14

•리스크 관리   16

•지속가능 경영   18

•이해관계자 참여   21

미래의 에너지 가치를 창조하는 한국동서발전!

한결같은 신뢰와 믿음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따뜻한 세상, 

행복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Dream &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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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전력산업의 특성

전력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현대생활의 거의 모든 산업활동과 국민의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6개의 발전회사와 민간발

전회사,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판매하고, 한전은 송배전망을 

통해 일반고객에게 판매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6년간 초초임계압 500MW급 당진화력 5~8호기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

하였고,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초초임계압 1,000MW급 당진화력 9, 10호기 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사업 진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힘찬 도약

한국동서발전은 세계 초일류 발전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2012년까지 중장기 경영목표를 “Asia Top 5 

Power Company”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4대 전략방향 13대 전략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 사회, 환경적 책임 이행을 회사의 중요 전략과제로 채택하여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력생산 전력거래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구역 전기사업자

6개 발전회사
민간 발전회사
구역 전기사업자

일반고객
기업고객

수송 및 판매 고객

| 전력산업 구조 |

 |  조직도   |

회사명  한국동서발전(주)

본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1

설립일 2001년 4월 2일

자본금 2조5,596억원

총자산 4조4,822억원

매출액 3조9,232억원

당기순이익 1,705억원

임직원수 2,056명

주요업종 전력자원 개발 및 발전사업 외

발전량 50,776GWh

판매량 48,383GWh

주주구성 한국전력공사 100%

|  회사현황 (2009년 12월 기준)   | 

|  발전량 점유율  |

|  한국동서발전 연료원별 설비비율  |

한수원
36%

남부발전
12%

서부발전
11%

중부발전
10%

남동발전
12%

동서발전
12%

기타
7%

국내 총 발전량

433,604GWh

무연탄 4.21%

신재생 0.09%

LNG
22.08%

양수
7.36%

중유
18.93%

유연탄
47.32%

총 설비용량

9,508.85MW

사장

감사

감사실

사업본부

해외사업팀

당진화력본부     울산화력본부    호남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    일산열병합발전처    산청양수발전처

  •                  •
기획처              관리처

    •                •              •
사업개발실       사업운영처     사업지원처

기획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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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한국동서발전의 주요사업은 현재 주력사업인 화력발전사업과 양수발전사업, 그리고 최근 신규투자

를 확대하고 있는 해외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내 신사업과 신재

생에너지 개발 및 해외 발전사업 진출 등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

니다.

■양수발전사업

• 값싼 심야전력으로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린 후 낙차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  산청양수 발전설비(700MW /2기)를 통해 연간 585GWh의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2009년 기준)

■화력발전사업

•동서발전의 주력사업 : 연간 매출액의 97% (2009년 기준)

•회사 설비용량의 93% 점유(8,8000MW/35기)

 - 발전소 현황 : 당진(4,000MW), 울산(3,000MW), 호남(500MW), 동해(400MW), 일산(900MW)

   ※ 국내 최초 1,000MW급 초초임계압 발전설비인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 착수 : 

       총 2,000MW (1,000MW×2기) 

현재사업

■해외사업 진출

•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

• 국내 건설 및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 발전소 건설, O&M, 자원개발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주요 추진현황

 - 발전사업 : 필리핀 풍력발전, 아이티 디젤발전사업 등

 - 용역사업 : 세부 유동층발전 O&M, 칠레 화력발전 시운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미래 녹색시장을 선도하는 동서발전의 신규 수익사업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주요 추진현황

 - 준공 사업 : 9.85MW (동해 태양광, 일산 연료전지 등)

 - 진행 사업 : 89.4MW (정선 풍력, 울돌목 조류 등)

미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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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열병합
용량 : 900MW
연료 : LNG

일산연료전지
용량 : 2.4MW

동해화력
용량 : 400MW
연료 : 무연탄 

동해태양광
용량 : 1MW

울돌목조류
용량 : 1MW 

울산화력
용량 : 3,000MW
연료 : 중유, LNG    

당진화력
용량 : 4,000MW
연료 : 유연탄 

당진소수력
용량 : 5MW 

호남화력
용량 : 500MW
연료 : 유연탄  

산청양수
용량 : 700MW
연료 : 수자원   

산청소수력
용량 : 400kw

사업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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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산 흐름도 (당진화력발전소)

석탄 저장시설
석탄 하역

전기집진기발전소
대기오염방지설비

순수 제조설비 

원수 저장탱크

고 객

변전소

송전탑

폐수 재이용탱크 

폐수 처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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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이사회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임 이사의 경영활동 참여를 활성

화함으로써 지배구조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주주 및 자본구성

한국동서발전은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의거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으

며,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

직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사장은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사장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사장과 상임이사 간에는 내부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비상임 이사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분들을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역할강화 노력

한국동서발전은 비상임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사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비상임이사의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

였고, 부의안건 사전심의제도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안건심의와 함께 중장기 핵심전략 및 경영정책

에 대해 비상임이사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시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에 의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이사회 내의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007

100

7

32 31 32

8 9

100 100

회수 안건수 참석율

2008 2009

|  비상임이사 이사회 참여실적  |

|  2009년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  

제11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안)

제4차 공공기관 경영선진화 계획에 따른 정원조정(안)

희망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안)

Haiti 30MW 디젤 발전사업 지분인수 및 O&M 사업(안)

필리핀 풍력발전사업 지분투자(안)

Cebu 유동층 발전소 O&M 사업(안)

2010년도 예산(안) 및 자금계획(안)

* 이사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참조

   www.ewp.co.kr(회사소개 → 이사회)

기업 지배구조

|  이사회 운영체계  |

이사회 기능 및 역할 강화

운영시스템 지속 개선

이사회 운영 피드백

직무수행실적 분석

경영정보 제공경로 다양화

현장중심 활동 활성화 커뮤니케이션 강화

전문위원회 활성화 정책제언 강화

전문성 확보 독립성 확보

기업비전 최고의 에너지가치를 창조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리더

2009년도 목표

추진전략

공기업선진화 및 녹색성장을 위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활용과 위험관리

운영시스템 지속 개선 전문활동 및 정책제언 강화 현장중심 활동 및 소통 강화

1 . 경영정보경로 다양화

 •실시간 경영정보 내부화

 • 이사회 포털 내부화

2 . 이사회 프로세스 개선

 •안건심의 정례화

 •정책 토론 내실화

3 . 사외이사 선임제 강화

1 . 기능별 전문위원회 도입

 •예산절감 소위원회등

 • 해외사업투자 심의

      소위원회등

2. 녹색성장 방향 제시

 •핵심위험지표 관리를

    통한 리스크 관리

  

1 . 서포터즈 활동 도입

 •실무자 현황설명

2 . 발전소 현장 시찰

 •지역사회 이해

3 . 사외이사 특강 도입

 •CEO 정책 지원과 균형

 •동서 임직원 일체감 조성

안건접수

담당부서  

이사회 부서

개최통보

이사회 부서

 개별이사
•사외이사 안건 

   이해도 부족

•사외이사 역할부족

실수 가능점 정의

안건송부

이사회 부서

 개별이사

이사회심의

•가결(수정결의)

•부결

부의

내부결재

일상감사

문제 해결

•사전안건심의 위원회 도입

• 안건수정”, 사전심의통과” 의견제시

•선임사외이사 선출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  이사회 운영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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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윤리경영을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설정하고, 임직원들이 행하는 모든 경영활동과 업무 수행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활동을 지속

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조직

한국동서발전은 CEO 직속의 윤리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전담조직은 전사적 윤리경영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윤리경영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

결은 ‘녹색경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사실은 윤리 위반사항 조사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 및 사업소별 윤리 행동강령책임자를 통해 윤리경영을 전사적으로 실천하

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체계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동서발전은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경영

활동을 윤리경영에 기반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의 모든 이

해관계자들과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발전산업의 글로벌리더 기업”의 비전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사회

·윤리경영 정책자문

·윤리경영 계획수립

녹색경영위원회

녹색경영팀

CEO

윤리전담조직

·윤리경영 총괄

감사실

·자체 청렴도 조사
·부조리 신고 접수

기업비전

윤리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최고의 에너지 가치를 창조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리더

기업윤리 정착을 통한 존경 받는 윤리기업 구현

윤리가치 제고

공감확산 학습

윤리기본 강화

비윤리예방

부패문화 개선

성과역량 인사

상생협력 성장

사회공헌 강화

녹색성장 구현

청렴문화 강화 고객감동 실현 사회책임 완수

감사

전략기획팀

·중장기 경영전략

총 설비용량

1,668MW

10

28

22

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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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리경영

이사회

·윤리경영 정책자문

·윤리경영 계획수립

녹색경영위원회

녹색경영팀

CEO

윤리전담조직

·윤리경영 총괄

감사실

·자체 청렴도 조사
·부조리 신고 접수

기업비전

윤리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최고의 에너지 가치를 창조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리더

기업윤리 정착을 통한 존경 받는 윤리기업 구현

윤리가치 제고

공감확산 학습

윤리기본 강화

비윤리예방

부패문화 개선

성과역량 인사

상생협력 성장

사회공헌 강화

녹색성장 구현

청렴문화 강화 고객감동 실현 사회책임 완수

감사

전략기획팀

·중장기 경영전략

총 설비용량

1,668MW

10

28

22

14
6

11

9

|  윤리경영 조직도  |

|  윤리경영 추진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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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프로그램 및 제도

윤리기준
임직원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규정한 윤리기준은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행동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대수준에 맞도록 주기적인 개정을 통해 기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임직원이 윤리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내 인트

라넷과 윤리경영 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서약
회사의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임원(사장, 감사, 상임이사)은 경영계약 체결 시 ‘임원 직무청

렴계약’을 함께 체결하도록 사규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처(실)장 및 사업소장 이상의 경영간부는 ‘청렴

생활 실천강령’ 서약 시행으로 솔선수범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의 모든 임직원은 매

년 ‘윤리경영실천’ Online 서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리의식 자기점검제
임직원의 윤리, 준법정신 함양을 위하여 매주 1회 실제사례 중심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자기점검을 시

행한 후 인트라넷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직원의 윤리 의식수준 향상과 자율적 실천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윤리의식 자기점검제 화면

|  윤리경영 가치체계 및 윤리규범 개요  |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행동지침

윤리경영 정신과 신념을 선언한 최상위 규범

임직원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동기준

직무관련자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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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교육
임직원 스스로 윤리경영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승진자와 신입사원은 필히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 직원을 대

상으로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외부강사 초빙교육, 사업소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도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 모두가 이용 가능한 신고제도와 Online 윤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 행위, 부정부패에 관한 신고에 대하여는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통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기관이 내부 신고처리업무를 대행하는 ‘Help Lin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실천 수준 진단
윤리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동서발전 윤리경영지

수(EWP-EMIx)’를 자체 개발하고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의

식 설문조사를 통해 윤리경영 체감 수준을 진단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는 향후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Help Line 상담처리절차  |

윤리실천리더 교육

사이버 신문고화면

Help Line 시스템화면

사이버 윤리경영 교육

상담/신고
내용입력

내용접수
(외부기관)

상담/신고
결과확인

동서발전 전달
(감사실)

Yes No

내용 확인
(감사실)

감사실에서
상담내용 전달
(녹색경영팀)

내용 확인
(녹색경영팀)

자체 해결
(감사실)

답변내용전달
(녹색경영팀)

답변 
(감사실)

사실 확인
(감사실)

사실 확인
(감사실)

|  EWP-EMIx 측정절차  |

윤리지수
평가모델

Plan Do Check

Action

평가모델
개선 

윤리경영
실천활동 

내부평가
반영(BSC)

윤리경영
이행점검

윤리지수
결과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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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내부통제 시스템 확립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완벽한 준비를 하고 또한 미국증시에 상장된 회사수준의 내부통제 시

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기술서를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아울러 

한국동서발전 내 자체적 평가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의 유효성을 매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 도입된 ERP가 정착ㆍ성숙되는 과정에 맞추어 내부통제시스템을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을 제3자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전년 대비 외부회

계감사 지적을 47%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보공개

기업 정보공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고객 Needs 조사와 결과분석을 통해 정보이용자의 

편의향상과 함께 정보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알권리에 대한 신속

한 대응을 위해 「정보공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업무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이용한 회사 경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

한국동서발전은 이러한 윤리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바르고 깨끗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대외기관으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 산업자원부 주최 지속가능경영대상 3년(’06, ’07, ’08) 연속 수상

- 전력그룹사 청렴도 조사 2년(’06, ’07) 연속 상위수준 달성

- 제1회 2008년 한국윤리경영 대상 수상

- 지식경제부 윤리경영실태조사(KoBEX) 최고등급(AAA) 획득(’09)

            구 분                                             세부내용 시행시기 

내부통제 설계
유효성 평가

•업무 프로세스별 추적시사 증빙 샘플 테스트 ’09.10.30~11.06

자체 유효성 평가 •15개 업무 프로세스 및 전사차원 통제 평가 ’09.11.09~11.13

외부 회계감사인 
평가 실시

•자가평가결과, 통제활용테스트 절차 유효성 점검
•임의의 프로세스 선정 테스트 후 적정성 확인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 사례 및 운영의 적정성 감사

’09.12.07~12.18

ALIO 시스템 정보공개 청구화면

|  정보공개만족도 조사결과  |

외부감사 권고 건수 

15건 8건 

47%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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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ERP 리스크종합관리시스템

한국동서발전은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발생에 대비하

여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기반으로 RMS(Risk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고 재무회계, 발전운영, 연료수급, 재난안전 등 영역별 리스크

를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한국동서발전은 정보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ERP 시스템과 

연계하여 RM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5개 관리영역 20개 KRI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 정보시스템(EIS)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면을 설계하여 Risk 변동

에 따른 Action Plan이 가동되도록 하였습니다.  

재무 리스크
한국동서발전은 환율, 금리 및 연료가격의 변동에 따른 재무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발전사 최초로 

외환 및 부채관리 시스템인 LMS(Liability Management System)와 유연탄 수급 및 배선관리 시스

템인 PCN(Prime Coal NET)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VaR기반의 EaR(Earnings-at-Risk)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연료가격 변동성 축소와 

최적 차입금 포트폴리오 구축 및 환율변동 리스크관리에 활용함으로써 한 발 앞서가는 리스크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Pricing(사업계획, 견적)

미래 외화 현금흐름

위험 계량화, Impact 분석

목표 이익률 설정

헷지 비율 도출

위험, 커버효과 모니터링

현재 환율 적용, 수익성 고려

수익성에 따른 월별 Cash Flow 분석

Earning at Risk, VaR, EaR / EBIT

환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익률 설정

위험 관리 계획에 따른 년간 헷지 비율 결정

발생환 위험, 헷지 효과 분석

|  재무 리스크관리 체계  | 

과제수행 초기
리스크 지표

Pool 구성
(100여개)

Strategy / 
Administration
(전략/관리)

Energy/Fuel
(에너지/ 연료)

Finance/
Administration
(재무/회계)

Generation/
Operation
(발전운영)

Technology/
Environment
(기술/환경)

환경위험

프로세스 위험

권한위임 위험

IT 기술직 위험

기업윤리 위험

운영
위험

재무
위험

BE's Best Practice
(European Utility Industry)

EWP's Framework

Competitor's Plan/Action

|  RMS (Risk Management System) 관리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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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리스크
최근 원자재 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연료가격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가격 Risk 관리는 회사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회사 전체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비의 가격위험 관리는 예측 가능한 재무성과 달성 및 

안정적인 발전연료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연료의 국제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적정수준까지 위험회

피(Hedge)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은 발전용 연료

의 특성상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한국동서발전은 국가별 매트릭스에 의거 적정 

Portfolio 설정과 Index를 활용한 선진구매기법 활용, 신규공급원 및 대체탄 발굴, 공급원 다변화 등

을 통하여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비운영 리스크
한국동서발전은 자체 개발한 발전소 운전·정비관리시스템(POMMS)의 최적 활용을 위해 본사에 

POMMS 센터를 운영하여 당진화력 등 6개 발전소 총 37개 발전기에 대한 운전 상태를 실시간 감시 

및 분석하여 조기에 설비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를 통하여 2009년 비계획손실율이 2007년 대비 42.6% 감소한 0.49%를 달성하

였고, 2010년에는 0.35%를 목표로 비계획손실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사고 리스크
한국동서발전은 자연재해 및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본사를 포함한 전사업소가 대외 안전전문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았고, 전력그

룹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무재해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태풍, 지진, 폭우, 낙뢰,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등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재난과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 국가기반시설인 발전소가 중단없는 전력공급을 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

으며, 유사시 초기 대응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POMMS 화면

FMS(Fleet Monitoring System

|  재난대비 유관기관 연계시스템(당진화력)  |

한국전력공사 지식경제부

군부대(레이더기지) 해양경찰서

서산지청 서산변전소

당진군청 본사 총무팀

당진경찰서

각 사업소
중앙제어실

석문파출소

당진소방서

당진화력본부

아산급전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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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전력산업 경쟁체제 속에서 한국동서발전은 중장기 경영목표를 새롭게 정

립하고, 그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 창

출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발전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경영 기본 체계

한국동서발전은 ‘최고의 에너지가치를 창조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리더’라는 기업비전 달성을 위해 

중장기 경영목표를 ‘Asia Top 5 Power Company’로 설정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함으로써 2012년까지 아시아 5위권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한국동서발전은 지속가능경영 Vision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방향으로 첫째 사업구조 혁신 및 경쟁우

위 확보, 둘째 신성장동력 지속 창출, 셋째 경영시스템의 선진화, 넷째 선도적인 녹색경영체제 구축

으로 선정하고, 13대 추진과제를 통해 회사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사업구조 혁신
경쟁우위 확보

신성장동력
지속 창출

경영시스템의
선진화

녹색경영
체제 구축

• 저원가·고효율 발전 
  설비 확충
• 설비운영 최적화 및
  신뢰성 확보
• 안정적·경제적설비운영

• 해외시장 진출
•신재생에너지 개발 차별화
•연료 자립기반 확보

•선진경영 시스템 정착
•기술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
•윤리경영시스템 고도화

•녹색경영
•책임있는 경영
•글로벌 기업문화 구현

기업비전

Vision 2012  전략목표

최고의 에너지가치를 창조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리더

EWP

신성장기반 11%
노동생산성

26GWh/인

2005년 대비

CO2원단위 2%
감축

Asia Top 5 Power Company

ROIC 8%

2012
Jump Up Beyond Asia!

|  Vision 2012 달성체계  |

|  2012년 동서발전의 위상변화  |

9500MW

37,733GWh

12MW

4.85MW

89.7원

48,704억원 62,289억원
89,833억원

39,960억원

39.6%

13,200MW(착공기준)

47,733GWh

1,000MW

165MW

76.9원

39.94%

12,600MW

60,067GWh

2,500MW

733MW

62.7원

41.48%

9500MW

73,586GWh

3,500MW

1,385MW

62.7원

42.44%

설비용량

매출액은 SMP 전망결과 기준(달러당 환율 W 1,100)

발전량 및 매출액(해외분제외)

해외시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열효율

2009 2012 2015 2020

Domestic Competieion
Zone

Asia Competieion
Zone

Global Competieion
Zone

24 26
0

2.4

8.0

ROIC(%)

Asia Top 5 Power Company

RWE(독일)

EDF(프랑스)

POWERSERAYA
(싱가폴)

화능집단공사
(중국)

TEPCO
(일본)

J-POWER(일본)

노동생산성(GWh/인)

EWP
2012

|  Excellence 2012 전략목표  |

신성장기반 노동생산성탄소원단위
(kg-c/kwh)

ROIC

2.4%

20
09

20
12

20
12

20
12

20
05

20
09

20
12

8.0%
11.0%

0.27%

0.203
24GWh

0.200

26GWh

3배 4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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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전

한국동서발전의 기업비전은 ‘최고의 에너지 가치를 창조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이며, 비전의 

의미는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도전으로 고품질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사업을 통해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함으로써 세계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자신

감과 의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핵심가치

한국동서발전은 기업비전 구현을 위해 임직원들이 공유해야 할 가치 또는 행동양식으로 창조정신, 

인간존중, 혁신지향, 윤리준수, 그리고 환경친화의 5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경영활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Economic
Value

Quality Value

Environment Value

경제적 가치  원가절감과 수익증대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내재적 가치제고

품질적 가치

환경적 가치

기술혁신, 프로세스 개선 등 창조적 경영으로 전기품질을 

높임으로써 고객만족을 제공함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추구와 환경친화 경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 완수와 인류사회에 공헌함

|  최고의 에너지 가치  |

최고를 향한 

도전과 열정으로

새로운 가치창조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간

신뢰 형성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업윤리를 통한 

사회적 책임 완수

최첨단 환경설비 확충과

관리시스템으로

자연환경 보존

|  동서발전 성장 청사진  |

9500MW

37,733GWh

12MW

4.85MW

80.4원

48,704억원 62,289억원
89,833억원

39,960억원

39.67%

13,200MW (착공기준)

47,733GWh

1,000MW

165MW

76.9원

39.94%

12,600MW

60,067GWh

2,500MW

733MW

62.7원

41.48%

14.385MW

73,586GWh

3,500MW

1,385MW

62.7원

42.44%

설비용량

매출액은 SMP 전망결과 기준(달러당 환율 \1,100)

발전량 및 매출액(해외분제외)

해외시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

열효율

2009 2012 2015 2020

Jump UP 
단계

2010~2012
Restructuring 

단계
2009

Fly UP
단계

2013~2015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기반 조성

전사 30대 개혁과제 추진
조직, 정원, 인사제도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해외사업, 신재생개발 착수

전 단계 성과를 기반으로
전사적 전략경영체제 이행
해외사업 1,000MW
신재생에너지 165MW

성공적 전략경영체제 이행 및
녹색시장 선점으로 경쟁우위 확보
해외사업 2,500MW
신재생에너지 733MW

Asia Top 5 Power Company 도약
Asia Top  3 Power Company 진입

|  한국동서발전 중장기 전략 RoadM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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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핵심성과 지표

한국동서발전은 자체적으로 분야별 핵심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통해 지

속가능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핵심성과 지표에는 관련 이해관계자를 명시

함으로써 이해관계자별 관심 지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핵심성과지표

분 야 핵심성과지표 (KPI) 단위 2007 2008 2009 관련 이해관계자

경제

설비용량 MW 9,501 9,501 9,509

⊙ 주주, 투자자

발전량 GWh 48,021 50,612 50,776

매출액 억원 28,922 39,960 39,232

당기순이익 억원 338 △1,966 1,705

총원가 원/kWh 66.99 94.38 80.40

노동생산성 GWh 22.0 23.9 25.4

부채비율 % 83.1 97.3 75.1

신용등급
(Moody’s/S&P)

A1/A- A2/A A1/A

열효율 % 39.72 39.91 39.73

사회

전자입찰비율 % 99.6 99.9 99.9
⊙ 협력업체
⊙ 정부, 규제기관

정보공개율 % 100 100 100
⊙ 협력업체
⊙ 정부, 규제기관
⊙ NGO

이사회 참석률 % 98 100 100
⊙ 정부, 규제기관
⊙ NGO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 91.3 92.5 80.8
⊙ 협력업체
⊙ 정부, 규제기관

WLB 균형지수 점 69.9 - - ⊙ 종업원

사회공헌금액(1인당) 천원 341 351 418 ⊙ 종업원
⊙ NGO
⊙ 지역사회

자원봉사시간(1인당) 시간 17 10 8

복리후생 만족도 점 79.1 85 81

교육훈련시간(1인당) 시간/인 109.6 104 98.2 ⊙ 종업원

환경

환경경영시스템 
인증비율(6)

% 100 100 100

⊙ 정부, 규제기관
⊙ NGO
⊙ 지역사회

에너지 사용량 천TOE 11,363 11,617 11,660

폐수 재이용률 % 69 56 58

폐기물 재활용비율 % 66 61 58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 0.00554 0.00502 0.01339

온실가스배출량 ㎏-CO2/kWh 0.741 0.764 0.773



24

2010 EWP Sustainability Report

한국동서발전은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크

게 주주/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전력그룹사, 정부/자문그룹, 지역사회의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해 다양

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수렴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경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주요활동

주주/투자자
•한국전력과 경영현안 협의(해외사업,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

임직원

•전사 4직급 워크숍 및 사내 기업설명회
•경영진 현장 경영활동 
•비리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순회교육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교섭회의
•인트라넷, 고충처리제도

협력회사

•중소기업 협력연구개발과제 개발 선정품 사업소 설명회

•협력중소기업 지원 사이트 운영(상시)
•상생협력 Win-Win 워크샵 개최
•중소기업협의회 서울지역 간담회 개최
•협력회사 만족도 설문조사

전력그룹사

•발전컨퍼런스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
•기후변화 파트너십, 홍보간담회
•한전과 공동으로 해외사업 및 자원개발 추진
•전력그룹사 공동 TDR 참여(중소기업 해외수출, 기후변화 등)

정부/자문그룹

•지식경제부 해외유연탄개발 민관실무협의회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자문연구 활동
•녹색성장위원회 참여
•녹색경영위원회

지역사회/NGO

•지역사회 유관단체 정기 간담회
•사회봉사단 자원봉사 및 후원활동
•신재생에너지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역특산물 인터넷 직거래 장터 개설

공통
•지속가능경영 보고서(2007년부터 매년 발간)
•홈페이지(www.ewp.co.kr)

임직원

임직원

전력그룹사

정부
자문그룹

협력회사

주주(한국전력)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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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Materiality Test)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과 기업경영의 영향도가 높은 이슈

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보

고서에 수록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는 사내규범, 정부 정책 및 법률, 

직·간접적 경제효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주요기업 벤치마킹, 미디어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한 이

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주요 이슈

주요 이해관계자별 이슈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보고

서에서는 이들 주요이슈에 대해 한국동서발전의 성과를 상세히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영  역 주요 이슈

경제  경제가치 창출과 분배                                        28~30 page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48~57 page

혁신·창조  제품 및 조직 혁신 / 신시장 개척                           32~43 page

협력사  협력사 상생협력 및 지원                                     68~70 page

임직원  임직원 커뮤니케이션 및 인재양성                          60~67 page

지역사회  지역사회 투자 및 기금 지원                                 71~75 page

구 분 참고 자료

경영분석보고서  경영전략보고서, 내부분석자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미디어 자료  2009년 각종 언론 보도기사

주요기업 벤치마킹  기업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정부정책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법안

■설문방법 : 전자우편 및 방문조사

■조사기간 : '10년 4월(1개월)

■설문참여인원

   - 내부이해 관계자 : 405명

   - 외부이해 관계자 : 253명

|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

동해화력
발전처

일산열병합
발전처

산청양수발전처

8%

11%

14%호남화력
    발전처

울산화력본부
22%

협력회사
47%

지역주민
25%

정부
17%

5%

시민단체
4%

학생 1% 학계 및 연구기관 

당진
화력
본부
28%

본사
10%

9%

|  내부 이해관계자 설문비율  |

|  외부 이해관계자 설문비율  |

<내부 이슈>
•경영분석보고서
•워크숍
•임직원 설문

<외부 이슈>
•이해관계자 설문
•주요기업 벤치마킹
•미디어 자료
•정부정책

•TF팀 검토

•경영진 검토

이슈 파악 우선순위 선정 검 토

이해관계자 
관심도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창조적인 상상과 아이디어로 새로운 내일을 
열어갑니다

최고를 향한 도전과 열정은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로 다가옵니다. 각 분야에 걸친 창조적인 혁신과 진취적인 

사업다각화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Creation & Innovation

  경제적 성과 

•주요 경제 성과   28

•위기와 기회   31

•혁신을 위한 노력   32

•신재생에너지 개발 노력  37

•해외사업 진출 확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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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최고의 에너지 가치를 창조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라는 비

전 달성을 위해 “Vision 2012”를 중장기 경영목표로 설정하여 아시아 5위권의 에

너지 선도기업으로 진입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혁신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경영시스템 선진화

로 전략 실행을 뒷받침 하고자 합니다.

매출 및 손익

한국동서발전의 2009년도 전력판매량은 전년도 483억kWh보다 0.2% 증가한 484억kWh를 달성하였

으며, 전체 매출액은 전기 판매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한 3조 9,232억원을 기록하

였습니다. 

그러나 유가 및 환율 하락 등 외부 경영환경 요인과 함께 정비일수 단축, 연료 구입비 절감 등 혁신

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연초계획 대비 2,388억원의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였습

니다. 이로써 전년도 1,966억원 적자에서 1,705억원 흑자 달성이라는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억원) 28,922 39,960 39,232

영업이익 (억원) 1,053 △657 2,678

당기순이익 (억원) 338 △1,966 1,705

자산 (억원) 47,347 47,152 44,822

부채 (억원) 21,493 23,256 19,226

자본 (억원) 25,854 23,896 25,596

부채비율 (%) 83.1 97.3 75.1

배당금액 (억원) 135 0 512

주당배당금 (원) 220 0 832

주요 경제성과

1,453

-901

442

481

448

415

|  2009년 영업이익 분석  |

|  자산 . 자본 . 부채  |

(단위 : 억원)

자산

44,822 부채

19,226

자본

25,596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매출액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2007 2008 2009

28,922

39,960

338

39,232

1,705

-1,966

판매마진상승     수요하락        비용감소          수익창출        연료비절감  수선비 경비절감

❶                ❷                ❸                  ❶                ❷                ❸ 

계획대비
2,338억 { {

외부환경요인 994억

경영혁신 활동 1,3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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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과 배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품질의 전기 공급으로 한 해 동한 창출한 총수익은 임직원·협력사·채권자·

주주·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2009년 연료 구입과 수선유지 등을 위해 협력사에게 지출한 금액은 30,434억원으로 발전설비 유지

보수와 개선 등에 필요한 자재 구매와 석탄, 중유, LNG 등 연료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비

2009년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등 임직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는 총 1,64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급여는 1,362억원으로 전년 대비 94억원 감소하였으며, 퇴직급여는 전년에 비해 145억원이 감소하

였습니다. 한편,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6억원 증가한 187억원입니다. 

합계

2007 (단위 : 억원)2008 2009

2,000

1,5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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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급여

1,188

1,456
1,362 1,463

1,878

1,645

복리후생비

158 181
187

퇴직급여

117
241

96

(단위 : 억원)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07

21,478

2008

33,352

2009

30,434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급여 1,188 1,456 1,362

퇴직급여 117 241 96

복리후생비 158 181 187

합 계 1,463 1,878 1,645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설비투자 21,478 33,352 30,434

|  경제적 성과 배분  |

|  임금 및 복리후생비  ||  설비투자비  |

채권자
(이자비용)

845억원

지역사회
(사회공헌비용)

132억원

임직원
(급여•복리후생)

1,645억원

협력사
(설비투자)

30,434억원

주주
(주주환원)

512억원

정부
(세금)

132억원

총수익 

❶                ❷                ❸                  ❶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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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소득증대사업 1,430 757 1,488

공공시설사업 2,091 3,658 6,714

사회복지사업 564 1,067 1,497

육영사업 2,040 2,138 2,689

기타 733 746 800

합  계 6,858 8,726 13,188

주주환원

2009 회계연도 성과에 대해서 2010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51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세금

2009년 납부세액은 총 13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91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

른 법인세 납부액이 현저히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공헌 지출

2009년 사회공헌 지출금액은 132억원이며, 이 중 약 124억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 지역 지자체와 각 발전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임

직원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과 매칭그랜트를 통해 약 8억원이 사회공헌 활동비용으로 지출되었습

니다.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법인세 165 0 106

지방세 71 41 66

합  계 236 41 132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현금 배당 135 - 512

(단위 : 백만원)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2007 2008 2009

2,091

3,658

6,714

1,228 1,427 1,4971,430

757

1,488
2,040

2,138

2,689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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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4,000

3,000

2,000

1,000

0

|  사회공헌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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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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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의 

판매 전력량 증가율은 5%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인구감소 등에 따라 2008~2022년까지 연평균 2% 대에 머물고, 특히 2014년 이후에는 연평균 0.5%

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력수요 감소로 인해 한국동서발전은 당진 9,10호기 준공이후 추가 건설이 없을 경우, 

원자력 발전 및 민간 발전설비의 증가에 따라 설비점유율이 2008년 12.9%에서 2022년에는 10.7%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석탄, 중유, 경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

료비 상승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없는 규제환경에 따라 발전회사의 수익구조는 점점 더 악

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문제를 비롯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증가와 함께 향후 배출권 거래와 탄소세 부과 등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높은 

유연탄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무환경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시장 한계와 기후변화 이슈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 모델을 마련한다면 새로

운 사업 창출 및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동서발전은 2012년까지 165MW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종합 IPP 기반을 확보하여 발전소 시운전사업, O&M 사업,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2012년 

1,000MW, 2014년에 2,000MW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기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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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전력수요 전망]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지식경제부, 2008. 12)

|  연도별 판매전력량 증가율 추이   | 

전력통계 제211호 (한국전력, 2009.3) 

|  장기 전력 수요전망 - 제 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  

(지식경제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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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역량강화 CEO특강

한국동서발전은 국내외 전력산업의 환경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경영의 각 분야에 걸쳐 혁신경영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였습니

다. 또한, CEO의 강력한 리더십을 토대로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혁신활동을 추진

하는 혁신적 기업문화를 조기에 정착하였습니다.

경영혁신 추진 체계

한국동서발전은 경영진의 강력한 지원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창의와 혁신을 통한 

3G(Global, Green, Great) Company 구현’을 혁신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혁신목표 달성을 위한 실

행전략은 BSC 4대 관점에 따라 도출하고, 동서발전 고유의 방법론에 따라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

행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30대 개혁과제 추진

한국동서발전은 CEO의 혁신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선정한 ‘30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특히, 

조직 및 인사제도 혁신을 단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진출 기반 조성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혁신을 위한 노력

e-Power Meeting

|  경영혁신 추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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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개혁과제 주요내용

6시그마 혁신활동

경영기법의 선진화를 위해 2004년 도입 이후 9차 Wave를 통해 689건의 과제 수행과 344명의 혁신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재무성과 중심의 도전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 432억원의 재무성

과를 창출하였습니다.

e-Power Meeting

임직원 간에 열린 토론문화를 형성하고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동서발전의 고유 Brand인 

e-Power Meeting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토론자료를 배포하고 문제점 리스트 제출 및 6시그마

와 연계함으로써 기존 타운미팅과 차별화하였고, 타운미팅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내 MBB를 대상으

로 전문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총 13명의 Facilitator를 양성하였습니다.

구  분 주요 활동

성과와 역량 

중심의 

제도개혁

•공기업 최초 직무급형 성과연봉제 실시

•본사 및 사업소 간부직원 Draft제 시행

•기능완결형 본사 조직개편 시행

 - 본사 및 사업소 조직을 전략중심으로 재편

수익창출 및 

원가절감

•연료규격 확대로 저등급탄 혼소 확대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로 1천억원 실질수익 창출활동 전개

•POMMS를 활용한 최적 정비기준 선정

•자체 수행 기술력 제고로 원가절감

 - 자체 엔지니어링 기술확보 및 예측진단 수행능력 강화

공기업 

경영선진화

•수익과 속도 중심의 기업문화 전화

•권한위양과 엄정한 평가의 사업소 책임경영

•실질적 팀 업무체제 정착

신성장동력 

확충

•해외사업을 위한 기반 확충

 - 해외사업 시운전 절차서 / 브로슈어, 홍보관 정비

 - POMMS시스템 / 유동층 보일러 운영 노하우 상품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반 확충

 - 유동층 보일러 연료 다변화 추진(RDF 혼소 등)

e-power meeting

도입기('04~'05)

•6 Sigma 도입
•6 Sigma 마인드 형성
•경영혁신 인프라 구축

•108개 과제 / 454억원

확산기('06~'08)

•6 Sigma 마인드 확산
•추진 조직 및 팀 강화

•6 Sigma 자체 추진기반 확보 

•439개 과제 / 1,353억원

정착기('09~ )

•6 Sigma 경영시스템 정착
•6 Sigma 기업문화로 정착

•142개 과제 / 432억원

경영혁신 장기플랜의 연차 Roling 에 따른 6시그마 추진실적|  경영혁신 장기플랜의 연차 Rolling에 따른 6시그마 추진실적  |

155

520

1,033

1,510

1,811

155

365

513 477

301

          2004      2005        2006        2007        2008

|  6시그마 재무성과 실적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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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신뢰도 품질혁신 지속 추진

발전설비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조건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고장정

지율과 불시정지 최소화를 위해 ‘발전소 무고장 운전 종합대책’을 수립 운영하여 최고 수준의 설비

신뢰도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산재된 정비·운전 관리시스템을 하나

로 통합한 POMMS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장위험 확률을 실시간으로 측정하

여 설비신뢰도와 설비 효율성 제고 계획수립을 통해 불시정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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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정지현황  |

2009~2012
Progress for

 Change

2013
Total Progress

• 신뢰도 확보 전략 수립 운영

•   RCM, RBI  정비 기반 구축
• 설비운영 프로세스 개선

• POMMS 운영 기반 정착
• 노후설비 신뢰도 제고

• 신뢰도 향상 자체 기술력 확보

• 신뢰도 기반의 수익창출

• 최첨단 기술 지속적 확보

• 전력계통 안정화 기여

* RCM :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RBI : Risk Based Inspection

신뢰도 기반 운영 확대
최고의 설비신뢰도 확보

2008
Value Progress

신뢰도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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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시스템(POMMS™) 운영

POMMS™(Plant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agement System)는 궁극적으로 실시간 상태

분석을 통해 발전기 정비대상, 범위, 점검시점을 결정함으로써 운영신뢰도를 높이고 정비비용을 절

감하는 발전분야 설비 관리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 운전·정비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사에 제공하고 정비관리업무절차를 단

순화, 표준화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세계 최초로 비용시간(Cost-Time) 분석 기법을 구현

하여 이미 집행된 정비비용과 고장확률에 따른 피해비용을 시간에 따라 예측하고, 신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제적인 정비시점을 찾아 정비시점, 대상, 범위를 제시하는 ‘순환 예측형 상태기반정비관

리를 실시하여 발전설비의 정비 신뢰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발전소 자동 기동, 정지 시스템(APS) 구현
한국동서발전의 당진 7·8호기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로는 처음으로 자동 기동·정지시스템(APS : 

Automatic Plant Start-up & shut down)을 적용, 실용화함으로써 발전소가 정상운전에 들어가기

까지 거치게 되는 629개의 절차를 모두 전자동화 하였습니다. APS 적용을 통해 발전기의 운전과 조

작 절차를 최적화, 표준화 할 수 있었으며, 기동과  정지시간이 단축되어 운전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를 거두었습니다.

 |  POMMS 개념도  |

Cost - Time Analysis

RCM

Short Term Maint'e
Less than 1 year
MTBF
EPRI & INI DB

Long Term Maint'e
Longer than 3 years
Boiler & TBN
On / Off line RBI

Maintenance Planning
based on Condition

Plant Maintenance Sys'Plant Information Sys' Performance Manag'tOperating Management

Current Status
NERC Index

Real Time form DCS
Statistical, Historical

Pressure Flow Temp Air Flow

Real Time Calculation
BLR, TBN, G/T, HRSG

Light & Heavy work
DWG, Material, Cost

RBI H Q

Sites

TO / From ERP

Target Equipment, Time & Range

Contractor

Work Schedule Control
Material, HR &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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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한국동서발전은 회사비전 구현을 위해 수익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통해  제3세대 R&D를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받음으로써 발전산업분야의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R&D 현황
연구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중장기 기술경영 Master Plan’을 수립하여 분야별 포트폴리오 설정 및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2,775억원을 투입하여 발전설비 신뢰도 및 효

율향상 기술개발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분리회수기술 등 5개 분야 총 80개의 기술을 발굴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과 협력하여 기초전력 연구과제, 정부 연구과제, 사업소의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연구, 중소기업 상생협력 연구과제 등 총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자구매품 

국산화 개발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구매비용 절감과 함께 협력사의 기술력 향상으로 세계시장 진

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R&D 성과
한국동서발전은 현재까지 총 150여 건의 연구과제를 통해 24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향

후 5년 이내에 408억원의 추가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노력과 성

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기술혁신 경영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고, 국내 최초로 ‘복합화력 주제어

설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정부로부터 전력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도별 연구개발 투자비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구개발비 173 220 205 321 216

산업재산권 확보 현황  

구 분 특  허 실용신안 계

건수 75 14 89

석탄분쇄용 미분기 Gear Box 핵심부품 개발 R&D과제 수행2008년 R&D 성과 수상대한민국 기술혁신 경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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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환경문제와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기후

변화협약 시행 등 미래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풍력, 조

류 및 태양광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의 석탄화력 혼소와 효율개선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한국동서발전은 정부와 2차 ‘신재생에너지 공급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09 ~ ’11년까지 3,407억을 

투자하여 115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건설할 계획이며, 전체 발전량 중 3.8%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자 2015년까지 26,878억원을 투자하여 661.3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계

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      ● 상업운전   ● 진행중

총사업비 합계 5,418억원

태 양 광 총사업비 299억원

● 1MW 동해 태양광발전
● 50kW 산청 태양광발전
● 1MW 당진 태양광발전
● 3MW 영암 태양광발전

 ’06. 9 준공
 ’07. 6 준공
 ’10. 9 준공예정
 ’10.12 준공예정

소수력 총사업비 283억원
● 400kW 산청 소수력발전
● 5MW   당진 소수력발전
● 600kW 산청 소수력발전(증설)

 ’01. 12 준공
 ’09. 12 준공
 ’10. 12 준공예정

연료전지 총사업비 300억원
● 2.4MW 일산 연료전지발전
● 2.8MW 일산 연료전지발전(증설)

 ’09. 10 준공
 준비중

풍력 총사업비 1,140억원
● 20MW 정선풍력발전
● 13MW 강릉풍력발전

 ’12.12 준공예정
 ’11.12 준공예정

조류발전 총사업비 1,981억원
● 49MW 울돌목 조류발전
    (1MW 시험조류발전소 준공)

 준비중

바이오매스 총사업비 1,415억원     30MW 동해바이오매스발전  ’13. 3 준공예정

|  추진목표  |

(단위 :MWh)신재생에너지 비율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15 2020

3.67%
1,649,422

12,17%

5,054,185

|  에너지원별 확보계획  |

* 2020년말 기준

총 설비용량

1,668MW

육·해상풍력

285.5

가스화 복합 

300

폐기물

90

연료전지 

52.8기타

48.7

해양에너지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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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사업

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
일산열병합 유휴부지에 국내 최대규모인 4.8MW급 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2.4MW급 연료전지를 2009년 9월에 준공하여 운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산열병합에 총 

2.8MW의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
동해화력 구내의 창고 옥상 및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1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2006년 

9월에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설비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의하여 계통연계 태

양광 발전설비로는 세계 최초로 국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등록되었습니

다. 또한 당진화력 터빈건물 옥상 유휴부지를 활용한 1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2010년 10월에 준

공할 예정입니다.

소수력 발전소 건설
소수력은 발전소 가동 중에 배출되는 방류수의 낙차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산청양수 소

수력의 경우는 발전소 하부댐에 하천유지용 방류수를 활용하여 400㎾급이 운영중이며, 현재 600㎾ 

증설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9년 12월에 준공한 당진화력의 

소수력은 발전소 방류구에 1,666kW급 3기의 수차발전기를 설치하여, 당진화력의 냉각수와 인접해

역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발전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건설
당진화력과 동해화력 구내, 동해 초록봉과 정선 백복령 등 5개소에 풍력자원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를 2006년 12월에 완료하고 현재 정선 백복령에 2만kW급 풍력발전단지를 건설 중이며, 강원(대기

리 등), 경북, 제주지역 등 유망지역에 풍력자원조사 및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

형에 적합한 풍력발전 기술개발을 위해 국책 연구과제인 “서해권역 적응형 3MW 풍력발전시스템 개

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풍력단지 개발은 현 발전기술을 고려할 경우 대용량 발전기에 적합한 입지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을 감안하여 민간 발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공동개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 연료전지 발전설비

당진 소수력 발전설비

동해 태양광 발전설비

대기리 풍력 발전설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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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 확보
한국동서발전에서 중장기 연구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조류발전으로, 기술개발을 위해 국

책과제인 “조류 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한국동서발전은 한국해양연구원과 공동으로 1,000kW급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를 준

공하였습니다. 조류에너지는 댐 설치가 불필요하며 밀물과 썰물 때 좁은 수로를 따라 흐르는 빠른 

물살을 이용해 수차를 돌리는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입니다. 시험발전소 준공 이후 성능개선 및 타당

성 검토를 거쳐 울돌목 등 3개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총 45만kW 상업용 조류발전소를 건설할 예정

입니다.

발전소가 가동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해양에너지공원과 더불어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는 미래 환경과 첨단과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시설로

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바이오매스(biomass)는 에너지전용 작물과 나무, 농산물과 사료작물, 농작 폐기물과 찌꺼기, 임산 

폐기물과 부스러기, 수초, 동물의 배설물, 도시 쓰레기 등 재생 가능한 유기 물질을 말하며, 현재 목

재, 식물, 농·임산 부산물, 도시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 등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동해화력 구내에 임목부산물, 폐목재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30MW급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향후 바이오매스 발전소 운영을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함으

로써 연간 약 14만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기대되며 2013년 한국동서발전의 전체 RPS 목표치

(총 발전량의 2%)의 28.6%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석탄 가스화 복합발전 (IGCC, Integrated coal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화력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이상 줄일 수 있고 플랜트 효율이 높은 획기적인 친환경 

발전설비인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의 실증플랜트 건설기술 확보를 위해 2006년 12월부터 정부 주관

의 30만kW 실증설비 기획연구사업에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GCC 가동 

중에 생산되는 수소를 이용한 수소연료전지 개발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소발전 실용

화를 위해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연료전지 Power-Park 조성 추진 등 수소발전 전원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대 분야별 개발대상기술

기술분야 개발대상기술

신에너지  IGCC 설계 및 기반기술 등 7개 기술

신뢰도 향상  발전설비 운용 및 정비관리 최적화 등 10개 기술

발전제어  보일러 제어기술 등 5개 기술

환경경영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경영 등 7개 분야

건설  차세대 화력발전 설계기술

전력경제  정보 인프라 활용 및 응용기술

CO2 흡수

CO2 저장

CO2 배출CO2 고정

목재자원

삼림

목재품

연료재

구조재

화석연료대체

울돌목 시험 조류 발전설비

|  바이오매스 발전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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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집단에너지사업
한국동서발전(주), SK E&S(주) 및 서해도시가스(주)의 3사가 콘소시엄을 구성하고 총 사업비 1,294

억원을 공동 투자하여 2012년까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열원 부지에 집단에너지 공급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스팀을 공급하고 38MW 유동층 열병합 보조열원을 구비함으로써 

2013년부터 최대 208.8Gcal/h의 열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에 따른 에너지 절

감과 대기환경 개선, 주거 및 산업부문의 편의제공, 연료의 다원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MOU 체결 내역

구 분 협약상대 체결일 체 결 내 용

지자체

전라남도 진도군 ’06. 04.24 울돌목, 장죽수도 등 조류 발전사업 협력 

울산광역시 ’08. 03.07 풍력,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남해군 ’08.12.18 망운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당진군 ’09. 04. 08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정선군 ’09.11. 06 정선 풍력(20MW) 및 신재생 개발 협력

영천시 ’10. 04. 08 보현산 풍력(16MW) 및 신재생 개발 협력

협력회사

유성(주) ’09. 06.25 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주)효성 ’09. 09.15 강릉 대기리(26MW급) 풍력사업 공동 개발

유니슨(주) ’09.10.29 국내 풍력발전 후보지(4개지점) 공동개발

한국풍력(주) ‘09.11.13 대성산 및 가칠봉 풍력발전 공동개발

한국농어촌공사 등 5사 ‘10. 03.24 충남 서해안 방조제 풍력발전 공동개발

정선 풍력 발전사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충남 서해안지역 풍력 발전사업 MOU 체결

|  추진 로드맵  |

도 약

성 장

성 숙

’10~’12년 RPS 대비 역량 강화
’13~’15년 전략사업 기반 구축

’16~’22년 미래 성장동력 확보
2015년 5.07% 달성

2022년 13% 달성

조류발전 실증
연료전지, 소수력
정선, 강릉 풍력

대용량 바이오매스(30MW)
대용량 풍력, 조력 등
해상 풍력(100MW 이상)

가스화 복합(대용량)
바이오, 폐기물
신규 조류(맹골수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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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제적인 전력산업 규제 완화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동서발전은 국내에서 축적해온 발전소 건설 및 운영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

외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칠레 석탄발전소 시운전 용

역을 시작으로 발전소 운영 O&M사업, 지분참여사업, 발전소 건설 등 세계 시장에

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동서발전은 전 세

계에 걸쳐 현재 약 30여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 부문

2010년 4월 27일 한국동서발전과 아이티 정부는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CarrefourⅠ 발전소 ROT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2009년부터 아이티에 디젤발전소를 건설

하고 있으며 지진 발생 당시 전 직원 성금모금을 전개함과 동시에 피해진단팀을 파견하여 현지 전

력설비 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이티 정부와 국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은 한국동서발전이 추구하고 실천해온 상생경영을 해외에서도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며, 이로써 아이티에 건설 중인 디젤발전을 포함해 총 80MW 규모의 설비용량

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등 발전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

개하고 있습니다. 

O&M 및 시운전 부문

한국동서발전의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리핀 Cebu 유동층발전 및 칠레 Angamos 

석탄발전 O&M, 괌 Cabras 디젤발전 PMC 등 10여건의 O&M 및 시운전 사업을 수행, 추진하고 있

습니다. 총 20여명의 글로벌 전문인력이 해외 발전소로 파견되어 발전소 운전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

면서 한국동서발전의 우수한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에는 한국동서발전 

최초 해외법인을 필리핀 Cebu에 설립함으로써 향후 해외사업 수주를 통한 사업 확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0년 하반기에는 마다가스카르와 괌에 추가인력을 파견하여 연간 총 100

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사업 진출 확대

 아이티 정부 MOU 체결(CarrefourⅠ 발전소 ROT 사업관련)

필리핀 세부 유동층발전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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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부문

한국동서발전은 풍력 및 소수력발전 등 해외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외사업 

분야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익창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필리핀 풍력발전 투자사

업이 그 대표적 사업으로 필리핀 현지회사인 Alternergy와 함께 필리핀 북부 지역에 위치한 Burgos, 

Aparri 등에서 5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풍력발전사업 진출은 필리핀 신재생에너

지법 제정 이후 추진되는 최초의 신재생분야 민자발전사업으로, 한-필리핀 양국정부의 공동지원을 통

한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필리핀 Langogan 소수력 발전사

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그린에너지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한국동서발전은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발전사업과 연계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넓히고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원개발 전문회사 및 광산

개발 관련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지분투자, 직접개발 등 다양한 투자방안을 추진하였고, 한전과 공동

으로 호주의 광산개발 전문기업인 Cockatoo社의 지분을 성공적으로 인수했으며, 현재 6.3%의 지분

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PRB 유연탄광인 미국 KCP사 지분인수를 추진함으로써 유연탄의 공

급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석탄공급 다변화와 함께 발전원가 절감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향

후에도 발전연료의 안정적인 도입과 연료비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원개발사업을 추

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한국동서발전은 앞으로도 발전소 시운전사업, O&M 사업 및 지분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세계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운영사업을 진행하며 쌓은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린

필드 사업 개발을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IPP (Independent Power Producer)로의 입지를 다지고 적극적인 발전소 신규건

설사업으로 2012년 해외 순발전자산 1,000MW, 2014년 2,000MW까지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력 증원을 통한 기술력 향상과 해외사업 전문인력 Pool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해외

사업 실무교육을 시행하고, 파이낸스 전문요원을 양성함으로써 해외사업 전문역량을 강화할 계획입

니다.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 방문(필리핀 사업 관련 면담)  Eurus 에너지와의 계약 체결식(필리핀 풍력발전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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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진출현황 및 계획

 

  

 

마다가스카르

방글라데시

괌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모잠비크

바하마/도미니카 

아이티 

칠레

① 모잠비크 :  Moaitize 시운전 

② 마다가스카르 : Ambatovi 운전지원 

③ 방글라데시 : LNG/디젤발전소 개발

④ 베트남 :  2,400MW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⑤ 필리핀 : 풍력 발전사업, 세부 200MW 유동층석탄화력발전소 

              시운전 및 Q&M
⑥ 괌 : Cabras 디젤발전 Q&M 

⑦ 인도네시아 : 200MW 석탄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 

                    Kalimantan 발전사업

⑧ 호주 :  Cokatoo사 지분투자, 발전소 지분 안수 

⑨ 바하마/도미니카 : 화력발전소건설 프로젝트 

⑩ 아이티 : 디젤발전 지분투자 및 O&M 사업 

⑪ 칠레 : Nueva Ventanas 시운전,  Angamos 시운전, 

           Angamos/Cochrane 지분 투자, Santa Maria Q&M사업 

|  해외사업 중장기 추진계획  |

도약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필리핀 풍력발전/세부 O&M/칠레
시운전
하이티 디젤발전/칠레 시운전
호주 코카투사 지분 투자

해외 발전자산 M&A사업 
선택집중
투자사업과 연계한 O&M사업 
수주 확대
자원개발 사업 확대

대규모 신규사업 개발(Greenfleld)
운영사업 매출 극대화
 

* 목표(설비)용량 : 순발전자산 기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함께하는 공존의 녹색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언제나 자연환경 보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녹색에너지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녹색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are & Share

  환경적 성과 

•환경경영 관리체계 46

•기후변화협약 대응  48

•환경영향 최소화 노력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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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전 및 목표

한국동서발전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환경친화기업’을 환경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

해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전사 통합 환경경영시스

템 인증을 획득하여 보다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 발전소 건

설·운영 및 지구환경보전’을 환경목표로 수립하고 발전효율 향상을 통한 연료 사용량 절감, 폐기물 

배출 최소화와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그간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해 온 환경성과평가 시스템에 지속가능경영 지표를 추가하여 환경 및 지

속가능경영활동을 객관적인 수치로 표현하여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

다. 효율적인 설비투자 및 지속가능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발전회사 최초로 녹색경영성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 관리체계

비전

목표 국제적인 환경표준
시스템 구축

환경친화발전소
건설 및 운영

지구환경보전 
능동적 대응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환경친화기업

환경방침

|  추진조직   |

         환경경영 및 기후변화 전략수립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신재생에너지 개발 

         환경친화 발전소 건설 

         사업소 환경관리 및 환경경영 이행 

기획처 

사업운영처

사업개발실

사업지원처  

전 사업소 

녹색경영성과 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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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비 연간 운영비 및 R&D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운영비

대기환경보호 528.0 646.6 655.2

수질환경보호 31.0 39.6 37.3

소   계 559.0 686.2 692.5

환경관련 R&D 투자비 30.4 28.4 16.4

기본부과금 4.6 4.5 4.5

합  계 594.0 719.1 713.4

그린마일리지 제도 도입

저탄소 녹색경영의 비전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의 녹색생활 참여와 본격적인 실천활동을 유도하고자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린마일리지는 전력그룹사 최초로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시도로 녹색경영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특히 사업

소별, 개인별 추진실적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하였고, 녹

색생활실천의 실적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의 필

요성을 체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과 투자

한국동서발전은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중

장기 환경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영을 위한 투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

였습니다. R&D 투자부문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향후 첨단 발전기술 및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 개발사업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환경설비 운영비 및 원단위 현황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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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2010년 2월 ERP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뢰성 높은 배출량 통계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웹기반 시스템인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공인 검증기관

(DNV Korea)을 통해 2001~2008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3자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39,265천톤-CO2이며, 구매전력과 황산화물(SOx) 제거공정에서 발생

하는 간접온실가스 배출량은 54천톤-CO2입니다. SF6 및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HCFC, 할론, 메틸

브로마이드의 배출은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발전량(GWh) 48,021 50,612 50,776

직접배출량(천톤 - CO2) 35,490 38,640 39,211

간접배출량(천톤 - CO2) 82 53 54

총배출량(천톤 - CO2) 35,572 38,693 39,265

원단위(kg - CO2/kWh) 0.741 0.764 0.773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2005년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와 함께 우리나라는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인 OECD 회원국으로서 2012년 이후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사회

의 압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

본법을 제정·공포 발효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저탄소 녹색경영 비전’을 

선포하고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경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저감, 녹색성장, 녹색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경영 비전선포

한국동서발전은 2009년 4월 전력그룹사 최초로 전남 진도군에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진도군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경영 비전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선포식

에서 『저탄소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를 비전으로 선포하고, GHG Reduction(온실

가스 저감), Green Growth(녹색성장), Green Culture(녹색기업문화)를 3대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녹색경영 비전 선포식

비전 2012
2015
2020

국내 최고

아시아 최고

세계 최고

Excellence

REAT
LOBAL
REEN
CompanyEner    

목표 2005년 대비 2020년 배출원단위 20% 감축

중점

추진분야

•발전효율향상/에너지절감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원 확충

•녹색경영 인프라 구축

•녹색일터 조성 

•녹색생활 실천

전략 GHG Reduction
【온실가스저감】

Green Growth
【녹색성장】

Green Culture
【녹색기업문화】

Carbon Management G3 추진

저탄소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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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향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2014년까지 237.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R&D 투자를 통

해 온실가스 저감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R&D 투자현황  (단위 : 억원)

’00/07~’01/07 기후변화 협약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0.08

’01/10~’05/03 CO2분리용 건식 재생흡수제 개발 0.64

’05/08~’12/03 CO2 분리용 건식 재생 흡수제 개발 2,3단계 1.78

’03/10~’05/0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활용을 위한 모델 개발 0.12

’04/05~’07/04 발전소 저급 폐열을 이용한 열전 발전 시스템 개발 0.30

’04/07~’07/12 MW급 분산 집중배치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실용화 0.15

’04/09~’10/05 250KW급 열병합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개발 10.00

’05/03~’08/02 화력발전소 배가스의 복합처리기술 개발 0.45

’05/08~’12/03 건식 Sorbent이용 배가스 CO2 회수 2탑 유동층 공정개발 2.96

’06/02~’10/12 조력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70.00

’06/03~’06/09 무효방류되는 잉여에너지 활용을 위한 소수력 발전시스템 개발 0.40

’06/09~’11/08 산소공여입자 대량생산 기술 개발 0.30

’06/12~’08/11 FutureGen Project 참여를 통한 차세대 발전기술 확보 0.45

’06/12~’14/11 한국형 300MW급 IGCC 실증플랜트 운영기술 개발 18.9

’06/12~’14/11 IGCC실증플랜트를 위한 가스화 공정 TEST BED 구축 및 단위공정 국산화 17.93

’07/02~’09/01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및 배출량 관리시스템 개발 0.10

’07/09~’07/12 태양광발전 출력향상을 위한 온도저감시스템 개발 1.73

’08/01~’09/01 신재생 전원설비의 시간대별 특성 및 발전설비 구성에 미치는 영향 0.50

’08/01~’09/07 풍력발전기 환경소음 예측기법 및 위해성 연구 0.90

’08/01~’09/09
표면개질을 통한 고성능 탄화수소계 고분자 전해질 막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스택의 성능 평가

0.80

’08/01~’09/12 상용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의 RDF 및 바이오매스 이용기술 개발 8.41

’08/01~’10/01 광감응제를 이용한 탄산가스의 환원 1.00

’08/01~’10/01 대기압 플라즈마를 이용한 ZnO 투명전도성 박막 형성 1.00

’08/05~’09/02 바이오 디젤의 발전용 연료 대체 또는 혼합사용 타당성 조사 연구 0.96

’08/08~’14/05 폐목재 성형연료를 활용한 유동층 열병합 발전(5MW)시스템 개발 60.00

’08/11~’14/10 습식알칸올아민을 이용한 석탄화력발전의 연소 후 CO2 분리회수기술 개발 3.00

’09/01~’10/01 지붕자재를 겸용한 태양광발전 모듈 및 결합방법 개발 0.50

’09/06~’11/05 5MW급 바이오가스터빈 열병합발전시스템 개발 3.52

’09/11~’11/12 서해권역 적응형 3MW급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31.00

합  계 2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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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대응 성과

기후변화협약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그룹사와 전력거래소는 기후변화협약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발전부문 온실

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공동대응, 온실가

스 배출권 모의거래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시행,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기타 온

실가스 감축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배출권 거래제 대응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한국동서발전은 CDM사업 및 국가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사업 등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동해화력 태양광 발전사업을 세계 최초로 태양광 발전부문 2008년 UN CDM 등록을 

완료하였고, 당진화력 소수력 발전사업을 단일 설비로는 최대규모인 5MW급으로 2009년 8월 UN 

CDM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국가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 및 등록 예정사업은 총 6건이며, CER과 KCER을 합친 온실가스 배출

권은 2010 년말 기준으로 연간 약 19만톤-CO2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 태양광 발전을 통해 확보한 CER 4,600톤-CO2를 일본 Natsource사에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고, 아시아 탄소거래소(ACX)에서 실시한 배출권 경매에 참여하여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배출권 거래

제 사전 학습 및 모의거래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부터 민간기업(SK, GS 등)과 연계한 사내배출권 

모의거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UN CDM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 사업현황

사업명 등록일자 감축량(톤/년)

동해 태양광(1MW) 2006.08 690

당진 소수력(5MW) 2009.08 15,000

호남 고압인버터 2007.05 16,419

당진 신기술발전 2008.09 91,789

일산 HRSG배열회수 2009.11 52,653

울산 GT배열회수 2009.11 5,547

합  계 182,098

2010년도 신규 추진 사업

사업명 현  황 감축량(톤/년)

일산 연료전지(2.4MW) 추진중 6,476

울산 하이브리드 탈질 추진중 4,749

합  계 11,225

당진 소수력 UN CDM등록 (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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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현황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크게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 폐기물이 있습

니다. 대기 오염물질은 보일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먼지 등이 있고, 수

질 오염물질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부유물질(SS)이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엄격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탈황, 탈질, 집진설비 등 최첨단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발생되는 폐수 처리를 위한 종합폐수처리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최소화 노력

|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현황  |  

환경오염물질 유발 현황

구 분 대기오염 물질 수질 오염물질 폐기물

오염물질 종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먼지 COD, 부유물질 석탄회

저감 수단
배연탈황설비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종합폐수처리장
재활용
(시멘트 제조 원료로 사용)

|  당진화력발전소 내에서 전기를 생산하면서 발생되는 환경영향  |

SOX NOX COD

2007 20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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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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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56

0.41

0.01

0.56

 (단위 : g/kWh)

•발전용수 : 13,156톤 / 일 •폐수 : 3,011톤 / 일
•오니 : 0.79톤 / 일
•석탄회 : 1,403톤 / 일(재활용량 제외)

- 탈황폐수 : 999톤 / 일
- 탈황석고 : 1,164톤 / 일
- 탈황오니 : 1.4톤 / 일

•배가스 : 375,570톤 / 일
  - SOX : 20.8톤 / 일(25ppm)
  - NOX : 45.6톤 / 일(76ppm)
  - 먼지 : 1.3톤 / 일(5㎎ / S㎥)

탈질설비

암모니아사용량 : 

11톤 / 일

연돌탈황설비
(8호기)

발전기

612MVA(60Hz)×8호기

터빈

50MW/호기×8호기

3,600rpm

전기집진기

45,930Am3 /min
(8호기)

보일러

1,720톤/hr (주증기)
(8호기)

미분기

45.9톤/hr 
(6대×8호기)

석탄 저장 Silo
500톤

(6대×8호기)

•발전량 : 84,913MWh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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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발전소 운영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 1~8호기에 질소산화물 저감설비를 설치하여 배출농도를 50ppm 이하로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진 9·10호기 건설에 앞서 지역 환경단체인 당진환경운동연합과 ‘사

전 환경성검토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미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과 하천 등 수생태계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2009년 울산화력에 탈황폐수 총질소 제거설

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질소 배출농도를 20ppm이하로 유지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은 규제 대응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은 전기집진기, 탈황설비에서 대부분 제거되고 배출허용기준(0.1mg/Sm3 )

의 10% 이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황 

발전소명

배연탈황설비 
(황산화물 저감)

배연탈질설비
(질소산화물 저감)

집진설비
(먼지 저감)

설치기수 설비형식 설치기수 설비형식 설치기수 설비형식

당진본부 8
습식석회석 

석고법
8

선택적촉매환원법
(SCR)

8
건식저온

전기집진기 

울산본부 3
습식석회석 

석고법
3

선택적촉매환원법
(SCR)

6
건식저온

전기집진기

동해화력 2 건식노내탈황 2 건식노내탈황 2
건식저온

전기집진기

호남화력 저유황연료사용 2
선택적비촉매환원법

(SNCR)
2

건식저온
전기집진기

|  탈황폐수 총질소 제거설비  |  

분리수

응축수
(재이용)

고형물
(위탁처리)

열교환기

증발기

보조증기

탈황폐수

응축기

탈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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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 시스템 운영

한국동서발전의 모든 사업장은 CleanSYS(굴뚝 원격감시체계) 의무설치 대상으로서, 발전소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환경

감시시스템과 연동하여 굴뚝배출정보,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현황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체계적

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 및 저탄장 실시간 모니터링

부두의 하역상황은 CCTV 정보수신으로 실시간 점검 및 감시가 가능하며, 이러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담당부서와 경영진에게 제공되어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탄장 현황

도 CCTV를 통해 저탄상황 및 탄질정보, 자연발화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발전소 인근지역 환

경영향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사고 대응

한국동서발전은 매년 발전소 연료용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훈련과 방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방제선을 위

탁 배치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류, 폐기물, 유해물질 유출사고 및 환경 법

규위반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2009년도 훈련실적

사업소 훈련내용 훈련일(’09) 참가인원 비   고

당진
유독물 유출 대응 모의훈련 9.10 8 발전소 직원 및 협력회사 참여

해양 누유시 대응 모의훈련 5.13 10 환경관리팀 자체훈련

울산

유독물 누출시 모의훈련 3.26/3.31 32 화학팀 관련 직원

연료유 유출에 의한 
해양오염 대응훈련

6.25 30 발전소 직원,환경관리팀 자체

소방훈련 6.17 120 시청,부대,소방서 합동훈련

유류탱크 화재 모의훈련 10.9 33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호남

누유방제 비상 훈련 6.1 98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유독물 누출모의 훈련 9.30 7 관련부서 및 협력업체 직원

소방훈련 7.17 100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동해

유류 누출 모의훈련 3.25 24 환경화학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27~29 1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소방방재청

소방합동훈련 8.20 35 동해소방서와 합동

CleanSYS

저탄장 CCTV 화면

해양오염 방제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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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폐기물 처리
위험 폐기물의 처리는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2005~2007년간 PCB함유 폐기물 총 35.93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처리되었으며, 

2008년 이후 국내에서 처리가능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54.55톤이 안전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사용현황 
발전소에서는 발전설비의 부식방지와 순수생산, 폐수처리에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학물

질 사용량을 절감 시키기 위해 하이드라진 무주입 시스템 및 산소처리법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바젤협약에 의한 폐기물 처리 현황

처리기간 처리량(톤) 처리국가 처리비용(억원)

2005.09 ~ 2006.04 25.12 프랑스 0.85

2007.01 ~ 2007.08 10.81 벨기에 0.51

2009.1 ~ 2009.12 54.55 한국 0.26

합  계 90.48 1.62

|  PCBs 폐기물 처리 흐름도  |  

|  화학물질 사용현황  |  

발전량(GWh)
화학약품 사용량(톤)

원단위 사용량(톤/GWh)

2007               2008                2009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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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고압트랜스

발유 해체 세정

고압콘덴서

액처리
탈염소화제

PCB
기름

PCB 기름

탈염소화분해
OSD법

진공가열분리

진공초음파세정

처리완료판정

철, 구리 등

종이, 나무 등

배출유

액처리 잔사
비폐닐류

         액자

구리선

종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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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노력

주요 에너지 사용
한국동서발전의 연료사용량은 석탄화력 설비의 신규 증설로 인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유연

탄 사용량은 1,392만톤, 무연탄 159만톤이며, 발전량 증가로 전년대비 각각 37만톤(2.7%), 12만톤

(8.2%)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발전소내 소비 전력량은 2,521,328MWh입니다.

에너지 및 비용 절감
한국동서발전은 중장기 에너지 관리계획에 따라 효율향상을 위하여 POMMS의 실시간 성능감시시스템

을 활용하여 설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비효율 낭비요소 

개선을 위하여 자발적 에너지 절약활동(VESA, Voluntary Energy Saving Action)을 2009년까지 실시하였

고, 2010년부터는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관리목표제에 따라 에너지 절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
10.4)에 따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 . 관리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본 제도의 시행에 앞서 2009년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

에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제도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료별 사용량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무연탄(ton) 1,153,566 1,469,902 1,595,149

유연탄(ton) 11,772,515 13,553,246 13,917,584

중 유(㎘) 1,266,786 712,022 922,287

보일러등유(㎘) 29,663 17,882 14,490

LNG (ton) 1,284,754 1,292,571 1,085,792

연도별 에너지 절감실적

구 분
연도별 에너지 절감량 실적

2007년 2008년 2009년

사용량
발전량(GWh) 48,021 50,612 50,776

에너지(천TOE) 11,363 11,617 11,660

절감내역
(천TOE)

연료 81 80 96

전력 43 50 58

기타 0.4 0.4 0.4

계 124.4 130.4 154.4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절차  |  

전담팀 구성
(본사 및 사업장 담당자)

팀 및 관련자 교육 
(규제내용, 배출량 산정 방법 등)

현황 조사  
(사업장 / 설비 / 공정 / 에너지별)

과거 실적 조사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

향후 사업 계획 조사   
(사업장 / 설비 / 공정 / 생산확대계획)

1단계 준비 

인벤토리 구축
(에너지 및 탄소 포집 / 저장 포함)

BAU 배출량/소비량 효율파악 
(향후 사업 계획 기반)

잠재량 평가   
(온실가스 에너지, 이용효율)

저감 비용 분석    
(시계열 분석)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  
(목표수준, 일정, 대상, 방법 등)

2단계 계획 

이행계획서 제출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이행 및 통제  
(자체 목표 관리)

명세서 검증    
(제3자 국가공인 검증기관)

명세서 비공개 사유서 작성     
(비공개 항목별)

이행실적서 및 명세서 보고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

3단계 이행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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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원료 사용 현황
한국동서발전은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석고, 폐유 등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수익 창출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요처의 다변화, 연구개발 지속추진, 신규

용도 발굴 등 지속적인 재활용 증대와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석탄회 및 

석고 재활용으로 약 107억원의 부대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용수사용 및 폐수재활용 현황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용수는 각 사업소에 설치된 폐수처리 설비에서 처리한 후 폐수처리량의 58%

에 해당하는 1,375천톤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용수는 사업소 인근 강 및 댐으로부터 공급

받고 있으며, 사용처로는 보일러 급수, 기기냉각수, 탈황설비의 흡수탑에서 이용되는 탈황용수 및 기

타 음용수 등이 있습니다.

모든 발전소에는 발생된 폐수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종합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발생

된 폐수는 공정수로 재사용되거나, 바다로 방류하게 되는데 이때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낮게 배출되

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시 공정개선과 신기술을 적용해 폐수발생을 저감시키거나 재이용률을 높임으

로써 물 부족현상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취수량 및 용수사용량

사업소 용수 사용량(㎥) 취수 공급원

당진화력본부 4,802,077 보령댐, 삼봉호

울산화력본부 1,657,704 낙동강

호남화력 456,623 주암댐

동해화력 221,991 달방댐

일산열병합 1,857,053 한강

합    계 8,995,448 -

용수 사용량 및 폐수 재활용량

연 도
발전량
(GWh)

용    수 폐    수

사용량
(천톤)

원단위
(톤/GWh)

처리량
(천톤)

재활용량
(천톤)

재활용률
(%)

2007 48,018 9,688 202 2,759 1,907 69

2008 50,612 8,726 172 2,585 1,453 56

2009 50,776 8,995 179 2,374 1,375 58

폐기물(석탄회 및 탈황석고 제외) 처리 현황

구 분 단위 2007년 2008년 2009년

폐기물

일반 톤 9,747 8,397 17,790

지정 톤 1,043 995 1,328

합계 톤 10,790 9,392 19,117

재활용량 톤 7,126 5,731 11,088

재활용률 % 66 61 58

389

85

99
107

71 69 66

석고 재활용 (천톤)

석탄회 재활용률 (%)

재활용 판매 부대수익 (억원)

397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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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석탄회 및 탈황석고 재활용 현황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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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방류사업

환경사랑 활동

생태계 보호 노력

환경영향 조사
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종합적으로 조사·

평가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주변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

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진화력발전소 치어 방류 사업
발전소 주변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당진군 난지도, 장고항 및 교로리 인근 연해에 매년 치어 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청양수발전소 어류생태 조사
산청양수 하부 저수지에 방류한 잉어와 치어의 생태변화를 격년 주기로 관찰하고,  발전소 인근 하

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사기간동안 채집된 개체수

환경사랑 활동
한국동서발전 임직원은 환경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연정화활동, 1사 1연안 가꾸기, 야생동물 먹이

주기 등 다양한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사

랑 글짓기 대회와 일일 환경교실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환경영향 조사

구 분 부지면적 조사기관 조사항목
환경영향 
조사기간

당진화력
발전소

충남 당진군

1,409,650㎡

자체 온배수 확산

‘94.07~'11.06
공주대

대기질, 소음, 토양, 
해양수질 및 해양저질, 농작물

산청양수
발전소

경남 산청군

 ㎡
자체 기상(안개일수 등)

‘94.11~’06.12
경상대 하천수질

당진화력 치어방류사업 실적

연 도 방류 어종 투자금액(억원) 방류 개체수(마리)

2007 조피볼락(우럭), 쥐치 3 15만

2008 조피볼락(우럭) 3 15만

2009 조피볼락(우럭) 3 15만

연 도 조사지점 어류 종 어류 개체수(마리)*   

2005
하부저수지 6종 184

인접 지류 5종 204

2007
하부저수지 6종 369

인접 지류 5종 115





열린 경영으로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펼쳐갑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나눔의 기쁨을 확산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과 진실한 대화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Communication & Growth

   사회적 성과 

•임직원 가치경영 60

•협력사 상생경영   68

•지역사회 가치경영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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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전력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전문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직원가치 향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 및 보상체계,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

련, 그리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해 일과 삶의 균형을 구체화하는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구성

임직원 현황

2009년 12월말 현재 한국동서발전의 임직원 수는 2,056명입니다.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여 신규인력 채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2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시행으로 

고용창출율이 감소하였으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통해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임직원 양성평등
전체 임직원 중 여성직원의 비율은 7.3%로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여성인력에 

대한 채용 및 승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을 실현

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여성 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가치경영

임직원 구성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임직원 (명) 2152 2118 2056

  - 정규직 2152 2118 2056

  - 비정규직 0 0 0

평균근속연수(年) 15.1 15.1 16.5

고용창출율(%) 4.01 -1.58 -2.93

이직율(%) 0.07 0.56 1.12

※ 고용창출율은 전년대비 임직원 수의 증가분
※ 이직율은 정년퇴임을 제외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 비율

|  인원구성  |

사업소별 인원현황               (2009년 기준)

연    도 인원 현황

본사 250
당진화력본부 652
울산화력본부 514
동해화력 174
호남화력 191
일산열병합 206
산청양수 69

2009. 12 (단위 : 명)

임원
       4

5,6직급
기능, 별정, 청경

1,2직급
148

중유
22.1%

3,4직급
1,742

162

|  여성인력채용  |

여성인력(명) 여성인력비율(%)

2006 2007 2008 20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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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7.39 7.55 7.3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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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처우개선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여성 근로자 및 맞벌이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으며, 육아기에 여성의 일과 가정이 양

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승호, 승급 및 경력기간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시스템
한국동서발전은 2001년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총 560명의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신입사

원 채용 시에는 성별, 연령, 학력, 지역 등에 의한 채용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능력에 따라 입사할 

수 있으며, 각종 차별 발생시에는 CEO 직보시스템과 신문고 제도를 활용하여 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내부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기회 확대
신입사원 채용 시 장애인 목표 및 가점 적용으로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비

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은 법정의무 고용률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장

애직원에 대한 동등한 인사관리로 차별화를 배제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매

년 전 직원에게 인식 개선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채용목표제 및 가점 적용을 통해 지속적인 우대정

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 직원 대비 약 9.53%의 취업보호대상자를 채용하여 법정고용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사회형평적 채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권관련 교육
양성 평등과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의

무적으로 1회 이상 수강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전 직원이 성희롱 예방 사이버 강의를 수강

했으며, 사업소별로 외부강사 초청강의와 영상물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장애인 비율 2.18% 2.20% 2.46%

취업보호대상자 비율 9.53% 9.49% 9.53%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가 계

인원(명) 18 10 28

CEO 직보시스템 화면

성희롱 사이버교육 화면



62

2010 EWP Sustainability Report

인재 양성

교육훈련계획 수립
한국동서발전은 직원들의 교육 Needs를 조사하여 개인의 능력발전과 직무 생산성이 조화·상호 

연계될 수 있는 과정을 중심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국동서발전은 전략적 인재를 육성하고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체계는 아래와 같이 계층별/직무별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

니다.

Granular e-Learning 시스템 구축
집합교육 위주인 교육원 중심의 교육에서 현장중심의 열린 교육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동서발

전 자체의 Granular 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필요시 즉시 학습할 수 있도록 30

분에서 1시간 단위로 교육내용을 세분화하고,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

문가인 사내강사를 활용한 컨텐츠를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22개의 교육과정을 45개 모듈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임원

1직급

5년

3년

입사
후 
1년

2직급

3직급

4직급

Professional
Advanced

Basic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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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

기술
교육원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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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무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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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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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시스템 구축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하여 한국동서발전 고유의 교육평가체계를 구축, 활용하고 있으며, 평가체계

는 교육과정에 따라 과정만족도, 성취도, 현업 적용도의 3단계 평가로 구분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

여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교육계획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3

월 1단계 과정만족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과정만족도와 직무역할 적합도가 낮은 국내 위탁 교육

과정 132개를 축소·폐지하였고, 과정만족도와 직무역할 적합도가 높은 42개 과정은 확대·강화하였

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미래 성장동력인 해외사업 진출 전략에 따라 해외사업 전문인력인 Global Pioneer를 선발하여 직무 

및 외국어 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78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260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외 유수대학에 핵심인재를 파견하였으며, 2009년 현재 

Emory대 MBA 및 Duke대 환경공학석사 등 3명이 학위를 취득하여 해당 업무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년퇴직 예정자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

수하기 위하여 퇴직예정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퇴직 후 성공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퇴직이후 필요로 하는 개인자산 및 건강관리, 창업, 재

취업, 스트레스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모든 강의는 검증된 전문강사진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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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3 

(단위 : 명)       

교육 훈련비 및 훈련시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액 대비 교육 훈련비(%) 0.20 0.14 0.11

인당 교육 훈련비(천원/명) 2,720 2,652 2,190

연간 교육 훈련시간(시간/인) 109.6 104 98.2

교육훈련 실적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사내 교육원 교육 773명 628명 857명

국내 위탁 교육 8,235명 8,654명 9,381명

해외 위탁 교육 116명 50명 25명

        합    계 9,124 9,332 10,263

Global Pioneer 워크숍

|  교육훈련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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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지원, 의료비 지원, 학자금 지원, 복

지포인트 지원, 단체 상해보험, 경조사 등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

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개선사항 반영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습

니다.

가족친화경영
한국동서발전은 “家社不二”의 가족친화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 및 가족의 주말 여가선용을 위한 “주말가족체험”프로그램(전통문화체험, 가을 수확

체험, 아빠일터체험) 운영을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생활연수원 운영을 통해 직원 및 가

족의 화합 및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검진기관과의 협약체결로 가족의 건강검

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임직원 가족친화 경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 프로그램
한국동서발전은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alance)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복리후생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만족

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산열병합 행복발전소로의 초대(가족 및 지역주민 참여) 산청양수 노사 및 가족과 함께하는 녹색체험 시행

주요 복리후생 프로그램

항    목 지 급  기 준

건강관리비 •석탄 및 양수발전소 근무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직원 및 직원가족기념일 등 복지포인트 지원

경조금 •경조사 발생시 경조금, 경조휴가 지원

출산장려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이상 출산 시 지급

재난구호금 •전소 / 전파 / 반소 / 반파 / 침수 등

휴양시설 •생활연수원 및 하계휴양소, 체련장 운영

주말가족체험 •전통문화체험, 가을 수확체험, 아빠일터체험 등

직원상담프로그램(E.A.P) •직원들의 재무컨설팅 지원

베이비샤워제도 •임신 여직원 격려 및 축하 물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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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협력

한국동서발전은 원칙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열린경영 실현 및 고몰입 인적자원 체계 구축

을 통해 합리적 노사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한국동서발전은 기업별 노조가 아닌 5개 발전회사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5社1勞 발전산별 형태

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5개 발전회사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노사파트너십 형성

원칙과 협력의 노사관계 (Rule By Partnership)

참여를 기반으로한 열린경영

고성과 조직
(High Performance Organization)

고몰입 인적자원체계

한국동서발전(주)

5
社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5 社 1勞 (산별)

동서본부 본사지부

당진지부

울산지부

호남지부

동해지부

일산지부

산청지부

남동본부

남부본부

서부본부

중부본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사업소별
노사업무 담당

교섭 주관

전략 수립 및
노사 업무총괄

※발전회사 노사업무본부 : 5社1勞 체제에 따른 교섭 창구로, 발전회사별 2명씩 파견자로 운영

발전회사
노사업무본부

본사
(노무복지팀)

당진
(노무팀)

울산
(노무팀)

호남
(경영기획팀)

동해
(경영기획팀)

일산
(경영기획팀)

산청
(총무팀)

|  회사 노사업무 관리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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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커뮤니케이션 체계
직원(조합원)의 경영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화채널을 운영하여 참여를 기반

으로 열린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운영현황

부당노동행위 제보 프로세스 및 운영현황
한국동서발전은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

활동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며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노조가 회사에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에 조합에 통보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6~2009년 4년동안 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

으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경우도 없는 등 자유로운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운영실적(횟수 / 안건수)

2008년 2009년

노사협의회 18/170 14/13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71 22/80

사내기금협의회 3/12 2/10

사택운영위원회 5/10 4/10

고충처리위원회 11/60 10/35

식당운영위원회 3/12 5/17

합계 60/335 57/274

합의율 94% 96%

노 사 협 의 체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사택운영
협의회

식당운영
위원회

고충처리
위원회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 협회

근로조건개선 작업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식당운영개선 고충건의

CEO, 경영진

청년
이사회

경영참여
정보공개

경영참여
정보공개

경영참여

고충처리
위원회

업무
관행
혁신
제안

사장
직보

시스템

공모
시스템

내부
고발

시스템

(Help Line)
사택
운영

위원회

노사
협의회

식당
운영

위원회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협의회 제안시스템 직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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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모든 사업소에 보건전문가를 배치하여 청력보존, 근골격계질환예방, 건강증진 및 직무스트레스 프로

그램 등 보건관리 절차서를 운영하고 금연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금연펀드, 검진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직원 및 가족종합검진 할인제도, 정밀체력측정 등 보건관리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심정지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전 사업장에 응급의료기기인 자동제세동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노사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노사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본사 처·실장 및 본부 노조 국장급 이상

으로 구성하여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총24회 위

원회를 개최하여 “고품질 안전화개선” 등 111건의 안건을 해결하여 안전보건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

상시키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준수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 안전유지를 위해 위험물관리자를 선임하여 저장소와 공급계통 

및 사용처에 대한 점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예방을 위해 노사간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사업장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 관련 재해 건수
한국동서발전은 외부전문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객관적인 인증과정을 통하여 사업장내 모든 

안전관리 요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유해·위험인자의 발달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 사업소 

2년 연속 무재해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당사 결근율[재해율(%)] 0.048 0 0

재해분류(임·직원) 사망 0, 부상 1 사망 0, 부상 0 사망 0, 부상 0

전기·가스·수도업 평균(%) 0.24 0.18 0.2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 경영체제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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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정책

한국동서발전은 협력사를 기업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종합 지원시

스템 구축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사의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Global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Needs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 비전제시 및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구현

한국동서발전은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한 발전산업의 상생협력」 지원철학을 정립하고 회사 중장기 

경영목표와 연계하여 30대 글로벌 강소기업, 100대 국내 중핵기업 육성을 목표로 「중소기업지원 중

장기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제3세대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한국중소기업학회로부터 ‘공

공기관 중소기업 지원 최우수 기관’ 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중소기업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100여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별 Needs와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력그룹사 최초 「동서발전 중소기업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중소기업간 대등한 거래 및 기업별 성장단계 분류를 통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

고 인력, 자금, 사업화 성공지원 등 차별화된 정책추진으로 전력그룹사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사 상생경영

한국동서발전 중소기업협의회 홈페이지

•중소기업지원팀
   - Vision 공유
   - 정부 산학연 공조 선도

•중소기업지원팀
   -  전략수립 시행

   - 평가 및 Feedback

•유관기관 (지식경제부 등)
   - 제도개선, 시장개척
   - 경영, 자금, 기술 지원

•사업소 : 정비, 운영, 시험, 구매 등
•지원부서 : 구매, 자금, 품질, 정보,    
               건설, 신재생 사업 지원

•중소기업
   - Global 강소 기업
   - 장수기업

•중소기업
   - 공동기술 개발
   - 시장개척

CEO

중소기업지원팀

사업소

중소기업

유
관
기
관

(22개)

내
부
지
원

|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  |  

Value Creation

동서발전과 협력사의 
신기술, 신제품, 신공법 개발 및 활용 촉진

전
략
적 

비
중

연구개발형 상생 생산기술형 상생 재무형 상생

발전소 건설 중심(굴뚝)

부가서비스 창출형 상생

동서발전에 축적된 발전소 건설 및 
유지보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사와 상생

Value addedValue sharing

Frown Curve

Value Chain

Smile Curve

시공 및 운용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발전용 기자재 
및 핵심부품

발전소 
유지보수

해외시장진출
Project Planning &

Management

|  중소기업 지원전략 프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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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발전설비 기자재 국산화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5년간 

35건에 대해 9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협력연구개발을 

추진하여 116개 과제 수행을 통해 48.2억원의 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동서발전의 보

유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함으로써 사업화 성공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지원

한국동서발전은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적극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구매확

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을 107.3억원을 구매하였고, 여성기업제품 18.5억원과 장애인제품 3.5억원 

등 총 985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CEO 직속 11개부서, 21명으로 구성된 공공

구매협의체를 운영하여 구매실적 추적관리를 통한 구매확대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기반 확보를 위해 국제전력 IT전을 비롯한 4개 전시회 개최를 통해 총 123개 

참여회사에 대해 5,960억원의 상담과 50억원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제

품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홍보집과 100개 우수 중소기업 대상 영문 홍보집을 발간하는 등 마케

팅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전력그룹사 최초 One-Stop Service 시스템을 구

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해외영업망 구축과 해외시장 수출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하노버 산업박람회를 비롯해 5회에 걸쳐 12개국의 해외 판로개척에 85

개사를 지원하여 12,783만불의 해외 수주성과를 달성하였고, 해외 수출촉진을 위해 인도, 중동 등 

해외 유력 발주처 바이어를 초청, 255개사를 지원하여 12,783만불의 해외 수주성과를 이루어 중소

기업의 해외진출에 앞장섰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과제건수 협약금액 구매금액 과제건수 협약금액 구매금액 과제건수 협약금액 구매금액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7 22.3 8.9 15 36.8 12.1 9 32.3 8.7

협력연구개발 24 9.8 7.7 18 5.8 13.4 14 6.5 24

현장연구개발 7 - 54.1 6 - 44.8 9 - 12.6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실적 [단위 : 억원(국내), 만불(해외)]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참여기업 수주실적 참여기업 수주실적 참여기업 수주실적

국내판로개척 110 35 95 77 123 50.7

해외시장개척 24 2,510 11 500 85 7,243

수출상담회 18 2,380 135 6,171 255 5,540

아시아지역 수출로드쇼

중남미지역 수출로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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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지원 One-Stop Service 시스템  |  

중소기업 인력 및 자금지원

국가청년실업의 증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전력그룹사 최초 4개 전문대 및 전국단위 

대학인 한국폴리텍 대학과 중소기업협의회, 동서발전간 인력채용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도 24명 

채용지원에 성공하였고, 기업은행과 조선일보 공동시행 Job-World에 가입하여 31명의 인재 채용 

확대로 타 발전사에 모범사례로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중소기업 연구인력으

로 채용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은 협력사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전력그룹사 최초 전력펀드를 활용하여 2008년 10억원, 

2009년 17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 sPRM, 파워에너지론 등 신규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선급금 지원확대로 총 723억원의 자금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족자금 해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산학협약식 석·박사급 고급인력 채용지원 설명회

KOTRA

수 출

발전회사

해외바이어
1,000 Network

발전분야
대중소기업

국

내

K
B
C

해

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전력기술인협회

전시회

시장개척단

로드쇼

벤더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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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활동

한국동서발전은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인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인 기업시

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 조직 운영

임직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봉사활동을 전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04년 본사 및 6개 사업소 단위지회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2004년 2월 첫발을 

내디딘 이후 2009년 81개 팀 2,037명으로 성장하여 지역사회의 소외이웃 돕기, 사회적 취약계층 지

원, 농어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기금

2004년부터 임직원의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형성을 위하여 ‘이웃사랑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2만원 미만의 성금을 이웃사랑기금으로 기부하

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칭그랜트를 통해 임직원이 모금한 금액에 1:1로 매칭 지원하고 있으며, 

사내외의 각종 봉사프로그램 지원 및 후원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가치경영

재원조성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직원 모금액 231,098 285,248 291,387

매칭그랜트 502,230 538,000 560,461

합  계 733,328 823,248 851,848

본사지회 당진지회 호남지회 동해지회 울산지회 일산지회 산청지회 전사

6개팀 26개팀 8개팀 5개팀 25팀 8개팀 3개팀 81개팀

250명 653명 187명 170명 513명 196명 68명 2,037명

한국동서발전

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 사무국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2007 2008 2009

(단위 : 천원)직원 모금액 매칭그랜트

231,098

291,387285,248

560,461
538,000

502,230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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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한국동서발전은 전사 중점사업을 비롯하여 각 지회 및 팀별 자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5월

과 9월에는 사회봉사활동을 전사적으로 집중 시행하는 ‘POWER LOVE DAY’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

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헌혈 릴레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비롯하여 한국 MAKE A WISH 재단 및 (사)한

국기아대책기구 등 NGO와 연계한 ‘난치병 어린이 소원 들어주기’, ‘행복한 홈스쿨’ 등은 임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시행되어 중추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전사 중점사업
한국동서발전의 전사 중점사업으로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무의탁 노인돕기, 푸른산하 가꾸기를 시행

하고 있으며, 총 186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노후시설 보수 및 집안청소 봉

사활동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른산하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소별로 ‘1사 1산’과 ‘1사 1연

안’ 환경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사 1산 가꾸기

행복한 홈스쿨 지원금 전달 난치병어린이 국토종단행사 자원봉사

1사 1연안 가꾸기

2009년 전사중점사업 활동실적  

구    분 자매결연인원(명) 활동횟수(회) 활동인원(명) 지원금액(천원)

소년소녀가장돕기 93 564 992 111,165

무의탁노인돕기 93 520 955 87,514

푸른산하가꾸기 - 37 637 9,096

계 186 1,121 2,584 20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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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선정 및 팀별 자율사업
사회복지 시설지원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당진 관내 어르신 합동 생신잔치, 사랑의 김장담그기, 울산 

지역학생 장학금 지급, 여수 거북선축제 지원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기획프로그램

사랑의 헌혈릴레이
본사를 시작으로 6개 사업소를 하트 모양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사랑의 헌혈릴레이”를 2004년부터 

연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혈액부족의 사회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공공기관 헌혈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노숙자 재활 지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노숙자들을 위한 재활치료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노숙자 사랑나눔 기금‘을 신설하고, 영등포와 청량리 노숙자 홈리스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배식, 환경정리, 도배 등 다양한 봉사활동과 함께 노숙자 재활프로그램을 비롯

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진 관내 어르신 합동 생신잔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복한 홈스쿨 지원금 전달 사랑의 김장 담그기

2009년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실적 

분 야 종합복지시설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계

활동횟수(회) 99 15 20 31 165

활동인원(명) 670 116 137 215 1,138

지원금액(천원) 114,754 8,217 9,945 41,111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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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 지원
세계 경기침체로 악화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업소별로 ‘1사 1시장 결연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전기요금을 내기 어려운 소외계층 지원과 무의탁 저소득가정에 무료 간병서

비스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연계사업

한국동서발전은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녹색성장”에 부응하고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진출과 연계

한 전략적 공헌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해 지역특산물

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획 프로그램 추진 실적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사랑의 헌혈릴레이 (’04.9 시작)
   - 연계 NGO : 대한적십자사

• 매년 본사를 출발하여 전사업소를 하트 모양으로 
   릴레이 헌혈(’09년 388명 참여)

•난치병 어린이 소원들어주기 (’07.4 시작)
   - 연계 NGO : 한국 MAKE A WISH 재단

• 근육질환 난치병어린이의 국토종단 공식후원사로서 
   주요 구간 및 행사에 자원봉사 참여(65명)

•“사랑의 김치 담그기” 운동 참여(’05.11 시작)
   - 연계 NGO : 대한적십자사

• 각 지회별 노사 합동으로 지역독거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전달

•“행복한 홈스쿨” ( ’06.10 시작) 
   - 연계 NGO : (사)기아대책기구

• 저소득결손가정 아동에게 학교 방과 후 학습지도 및 
   석식제공, 특기지도, 특별활동 등을 통한 지원
   ( ’09년 행복한교회 홈스쿨)

•“천사 관람제” ( ’07.10 시작)
   - 연계 NGO : 티켓링크

• 티켓링크를 통한 공연장 잔여좌석을 회사가 저렴하게 
   구입, 아동보육원, 고아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속적 인 공연관람제공 

녹색성장 연계사업 추진 실적

구   분 추진내용

신재생 에너지 
사업지역 봉사활동

•1사 1촌 봉사활동 및 독거노인 지원 (정선군, 진도군)
 -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발전소 시설견학 및 의견수렴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신사업 및 발전소 지역특산물 구입 (41개 품목/ 102백만원)

진도 울돌목 1사 1촌 봉사활동

난치병어린이 소원들어주기

정선풍력 1사 1촌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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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한국동서발전에서는 2009년 한 해 동안 발전소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

해 약 12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중 약 97억원은 발전소 지역 내 지자체 주관으로 소득증대, 공

공시설 및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되었으며, 27억원은 각 발전소 주관으로 육영사업 및 기타 부대사업

에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 발전소 주변지역 주요 지원활동

발전소 추진내용

당진화력
 •석문면 면민회관 부지 구입
 •장고항 3리 마을회관 건립
 •석문면 치어방류 사업 지원

울산화력
 •선암수변공원 편의시설 설치
 •울산 어르신 쉼터 인테리어
 •묘도 운동마을 스포츠센터 신축공사

지역 지원사업 세부내역

사업구분 사업세부내용 2007 2008 2009

소득증대사업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가 
가능한 사업

1,430 757 1,488

공공시설사업
의료, 도로, 항만, 상하수도, 환경위생 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

2,091 3,658 6,714

주민복지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

- 130 200

기업유치사업
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유치·설립·운영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

36 440 800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건립·운영, 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료·교육·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

528 497 497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학자금, 장학금 지급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2,040 2,138 2,689

합  계 6,125 7,620 12,388

제 8 회 개운백일장제 3 회 동서발전효행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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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참여

한국동서발전은 투명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2006년 8월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으며, UN Global Compact가 지향하는 인권, 노동, 환경, 부패의 4

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  분 원  칙 관련규정 및 준수내용

인권

기업은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한다.

단체협약서
윤리헌장
윤리강령 제19조, 제21조
행동강령 제27조

기업은 인권 침해에 가담하지 않는다.
기업이념
단체협약서
행동강령 제27조

노동

기업은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 단체협약서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철폐한다.
단체협약서
윤리강령 제22조

기업은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철폐한다. 단체협약서

기업은 고용과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단체협약서
윤리헌장
윤리강령 제10조, 제20조
행동강령 제7조

환경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환경비전
환경방침

ISO 14000 인증
윤리헌장
윤리강령 제26조

기업은 더 큰 환경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환경방침
윤리헌장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환경비전
환경방침
윤리헌장

반부패
기업은 금품 강요 및 뇌물수수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윤리강령 제6조, 제8조
행동강령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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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GRI INDEX
지표 BEST 지표 내용 충족여부 해당페이지 GRI 관련 지표

보고서 개요

A  

A_1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비전과 이에 대한 CEO 성명서 ● 4~5 1.1

A_2 주요 위험 및 기회요소 ● 31 1.2

A_3 기업명 ● 10 2.1

A_4 주요 제품과 서비스 ● 10 2.2

A_5 주요 부서 조직도 및 자회사, 제휴사 등의 현황 ● 10 2.3

A_6 합자회사, 일부 소유 자회사, 임대설비, 외주운영 등의 현황 ◐ 40 3.8

A_7 해외 사업장 현황 ● 43 2.4/2.5

A_8 조직의 법적 소유구조의 성격 ● 14 2.6

A_9 활동 시장의 성격 ● 11 2.7

A_10 조직 규모 ● 10~11 2.8

A_11 국내외 산업 및 비즈니스 협회 가입현황 ● 81 4.13

B 보고서내용

B_1 보고범위 ● 3 3.6

B_2 보고서 범위 제한 요소 ● 3 3.7

B_3 보고기간 ● 3 3.1

B_4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의 비용과 효과 산출 기준과 정의 ● 3 3.5

B_5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성과의 측정방법의 변화 ● 3 3.11

B_6 보고주기 ● 3 3.3

B_7 보고서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 ● 25, 83 3.13

B_8 이전 보고서 이후 변동사항 ● 2 2.9, 3.2

B_9 보고서 담당자 연락처 ● 83 3.4

B_10 BEST 매트릭스 ● 부록 3.12

C 이해관계자 참여

C_1 주요 이해관계자의 파악기준 및 선정 ● 24 4.14, 4.15

C_2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 24 4.14, 4.16, SO1

C_3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 및 사용 ● 25 4.17

D 지속경영

D_1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목표 ● 21, 23 ~

D_2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 ● 23 ~

D_3 향후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 ● 21 ~

경제성과

EC 경제

EC1 생성 및 분배된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분배 ● 28~30 EC1

EC2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 31,49~50 EC2

EC3 조직의 정액연금제도 약정의 보상범위 ○ - EC3

EC4 주요 사업지역에서 인력 수급 및 조달 ◐ 60 EC6, EC7

EC5 정부 수취 보조금 ○ - EC4

EC6 비핵심사업 인프라 구축 ● 71 EC8

EC7 간접적 경제효과 ● 30 EC9

EC8 브랜드 가치 ○ - ~

EC9 혁신경영 성과 ● 32~35 ~

EC10 창조경영 성과 ● 37~43 ~

● 보고됨    ◐ 일부보고    ◇ 해당사항없음    ○ 보고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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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GRI INDEX
지표 BEST 지표 내용 충족여부 해당페이지 GRI 관련 지표

사회성과

GR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GR1 기업지배구조 ● 14 4.1, 4.2 

GR2 사외이사 비율 ● 14 4.3

GR3 이사회 구성현황 ● 14 4.2

GR4 이사회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프로세스 ● 14 4.7

GR5 이사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성과관리 및 평가 프로세스 ● 14 4.9

GR6 경제·사회·환경 정책을 수립, 실행, 감독하는 조직구조 ◐ 10, 15, 46 4.10 

GR7 임원 보상과 조직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와의 연계 ◐ 14 4.5

GR8 이사회 활동내용 및 결정사항 ● 14 ~

GR9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 준수현황 ● 14 ~

GR10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제·사회·환경 활동에 관련된 헌장 ◐ 16 4.8, 4.12

GR11 기업의 사전예방원칙 준수 여부 ● 19~20 4.11

GR12 주주의 이사회 권고안 및 제안 제출방법 ◐ 14 4.4

GR13 조직 최상위기구의 이해 충돌 방지 프로세스 ● 14 4.6

EM 종업원

EM1 종업원 현황 ● 60 LA1

EM2 종업원과 경영진의 구성현황 ● 60 LA13

EM3 남녀 종업원 평균 임금 ○ - LA14

EM4 사업지역, 동종산업과 비교한 임금 및 복리수준 ○ - EC5

EM5 고용창출률 및 이직률 ● 60 LA2

EM6 평균근속연수 ● 60 ~

EM7 차별관행 예방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 61 HR4

EM8 결사자유정책 ● 66 HR5

EM9 아동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 - HR6

EM10 강제노동금지 정책 및 모니터링 결과 ◇ - HR7

EM11 노동조합 관련 조직개요 ● 65 ~

EM12 노동조합 종업원 가입조항 및 가입 종업원 현황 ○ - LA4

EM13 기업의 운영 변화 시 종업원에 대한 정보 제공, 협의 등에 대한 정책 및 프로세스 ● 66 LA5

EM14 안전보건 위원회에 대한 설명 ● 67 LA6

EM15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노사합의 사항 ● 67 LA9

EM16 종업원에 관련된 국제 규범 및 표준 준수현황 ● 66 ~

EM17 ILO협약 중 산업안전보건관리 항목에 대한 준수현황 ● 67 LA14

EM18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과 프로그램 ● 67 LA8

EM19 부상 및 질병발생 종업원 수와 결근율 ● 67 LA7

EM20 종업원 복리후생제도 ● 64 LA3

EM21 종업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 64 ~

EM22 종업원 관련 법규 준수 현황 ○ - ~

EM23 부당노동행위 제보 프로세스 및 운영현황 ● 66 ~

EM24 노동쟁의 현황 ○ - ~

EM25 윤리경영 전담부서, 투자규모, 보고라인 ● 15~16 ~

EM26 윤리경영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지침제공 ● 16 ~

EM27 종업원 교육훈련 평균시간 ● 63 LA10

● 보고됨    ◐ 일부보고    ◇ 해당사항없음    ○ 보고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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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GRI INDEX
지표 BEST 지표 내용 충족여부 해당페이지 GRI 관련 지표

사회성과

EM28 종업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 62~63 LA11

EM29 성과 및 경력개발 관련 종업원 상담제도 운영 ○ - LA12

EM30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종업원의 비율 ● 61 HR3

EM31 인권관련 교육을 받은 경비, 경호, 보안을 담당하는 종업원의 비율 ○ - HR8

EM32 임직원의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정책과 지원제도 ● 64 ~

PN 협력업체

PN1 협력업체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 68 ~

PN2 협력업체 선정요인 중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고려 ○ - HR1

PN3 협력업체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 ○ - HR2

PN4 협력업체의 사회적·환경적 성과에 대한 지원 및 감사 프로세스 ● 68~70 ~

PN5 협력업체 불만처리 제도 및 처리결과 ○ - ~

CS 소비자

CS1 제품 및 소비자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 - ~

CS2 소비자 관련 법규 준수 현황 ◇ - ~

CS3 공정경쟁, 독점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관리 ◇ - SO7

CS4 제품 및 서비스 수명주기 동안 소비자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및 관리 ● 20 PR1

CS5 제품정보 제공 관련 정책 및 관리 ● 18 PR3

CS6 소비자의 주요 의견 및 반영 결과 ○ - ~

CS7 사회적·환경적 이슈를 고려하여 혁신한 제품과 서비스 ● 34~35 ~

CS8 제품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 ● 51 ~

CS9 소비자 만족 관련 정책 및 관리 ● 24~25 PR5

CS10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제품철회 사례 및 이유 설명 ◇ - ~

CS11 소비자 안전보건 관련 법규위반 및 민원 사례 ● 67 PR2

CS12 제품정보 제공 관련 법규위반 사례 ◇ - PR4, PR9

CS13 광고에 관련된 표준과 자발적 강령준수 현황 ◇ - PR6

CS14 광고와 마케팅 관련 법규위반 사례 ◇ - PR7

CS15 소비자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불만사항 ◇ - PR8

CO 지역사회

CO1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속가능경영 이슈 ● 71 ~

CO2 활동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내부 정책, 절차 ● 75 HR9, SO1

CO3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사내 구성원 투입시간 및 투입비용 ● 23 ~

CO4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성과 ● 75 ~

CO5 뇌물 및 부패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 - SO2, SO3, SO4

CO6 정치적 로비와 헌금에 관련된 정책 및 관리 ○ - SO5

CO7 정당 및 정당후원기관에 대한 기부금 ○ - SO6

CO8 사회성과와 관련한 수상실적 ○ - 2.10

CO9 법규 위반으로 인한 제재현황 ○ - SO8

EC10 창조경영 성과 ● 37~43 ~

환경성과

EV 환경정책 및 투자

EV1 환경관련 투자 및 비용 ● 47 EN30

EV2 환경영향감소를 위한 정책 ● 51 ~

EV3 정량화된 환경목표 및 성과 ● 48 ~

● 보고됨    ◐ 일부보고    ◇ 해당사항없음    ○ 보고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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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GRI INDEX
지표 BEST 지표 내용 충족여부 해당페이지 GRI 관련 지표

환경성과

EV4 온실가스 저감 이니셔티브 및 성과 ● 48, 50 EN18

EV5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사용현황 및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 ● 56 EN5, EN6, EN7

EV6 천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구 위한 목표와 프로그램 ● 57 EN14

EV 원재료 및 에너지사용

EV7 직접 에너지 사용량(운영, 제품생산, 운송 포함) ● 55 EN3

EV8 간접 에너지 사용량 ● 55 EN4

EV9 총 수자원 사용량 ● 56 EN8

EV10 물을 제외한 형태별 총 원자재 사용량 ● 55 EN1

EV11 재생원료 사용비율 ● 56 EN2

EV 환경영향

EV12 온실가스 배출량 ● 48 EN16

EV13 간접 온실가스(CO2,CH4,N2O,HFCs,PFCs,SF6) 배출량 ● 48 EN17

EV14 오존파괴물질 배출량 ● 48 EN19

EV15 NOx, SOx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51 EN20

EV16 형태별, 최종 처리방법별 폐기물의 양 ● 54, 56 EN22

EV17 수계 폐기량 ● 56 EN21

EV18 물의 재활용과 재사용 ● 56 EN10

EV19 조직이 방출한 폐수가 수역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57 EN25

EV20 조직의 취수가 수자원 안정성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 57 EN9

EV21 화학물질, 기름, 연료누출로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 ● 57 EN23

EV22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의 사업장 위치, 크기,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사례 ● 57 EN11, EN12

EV23 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적 영향 ● 51 EN26

EV24 제품 중 재생가능한 제품 무게와 실제 재생 무게의 비율 ● 56 EN27

EV25 간접에너지 감축 성과 ● 55 EN7

EV26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의 사업활동 및 운영과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관리 ● 57 EN12, EN14

EV27 조직의 활동에 의해 야기된 자연서식지의 변화 및 조직이 자연서식지를 보호하거나 복구한 사례 ◐ 57 EN13

EV28 사업활동지역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중 멸종위기동식물 명단에 등록된 종의 수 ○ - EN15

EV29 바젤협약 첨부 I, II, III 그리고 VIII 기준 위험 폐기물의 발생, 운송, 수입, 수출, 처리 ● 54 EN24

EV30 물류과정 중 운송의 중대한 환경영향 ○ - EN29

EV31 환경관련 법규 준수 현황(지역별, 산업별)과 법규위반 및 벌금 내역 ○ - EN28

● 보고됨    ◐ 일부보고    ◇ 해당사항없음    ○ 보고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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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WP Sustainability Report

2009년 주요 수상실적

협회 및 단체 가입현황

가입 단체 가입근거 및 목적

국제단체

EUCG(Electric Utility Cost Group) 해외 전력정보 입수

EEI(Edison Electric Institute) 美 전력산업 정보입수 및 협력관계 구축

IOPCF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유류수입업체로서 국제 유류사고로 인한 오염보상에 관한 기금 조성

UN Global Compact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니셔티브 실천 다짐

국내단체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보교류

한국풍력발전산업협회 기업간 정보교류 및 홍보, 협력사업 공동추진

(사)한국감사협회 최신 감사기법 습득 및 정보교류

윤경SM포럼 사내 윤리문화 정착 및 투명경영체제 확립

한국에너지재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 효과적 시행

대한기계학회 학술대회, 강연회를 통한 기계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 파악

대한전기학회 관련 산업계 첨단 학술 및 기술정보교류 

대한전기협회 발전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사항 규정

한국표준협회 선진화된 품질경영기법 도입 및 사내 품질 경영 마인드 확산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내외 정보교류 및 학습

한국 스마트그리드 협회 발전부문 과제에 적극 참여 및 정보공유를 통한 사업가능성 확보

한국무역협회 무역업무관련 자료 및 정보협조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 관련 업무협의

한국프로젝트 경영협회 프로젝트 수행능력 제고

한국경영자총협회 입법, 행정부 등 최신 노동동향 파악

제안활동협회 사내 제안·소집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획득

한국국제협력단 사업개발 참여 기획 모색

 

                수상내역                                                          수여기관

        2009.  2 제 8회 디지털 이노베이션 대상(3년 연속)                         한국일보

        2009.  6 2009 Korea Green Awards 현장부문 대상                     국토해양부

        2009. 10 제 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행정안전부

        2009. 10 당진화력 1호기 세계 최장기간 무고장 운전상                     EUCG

        2009. 10 대한민국 2009 녹색에너지 대상   한국에너지공학회 등

        2009. 11 품질경쟁력 우수기업(3년 연속)  지식경제부

        2009. 11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  지식경제부

        2009. 11 소방안전관리 우수기업  행정안전부

        2009. 12 2009 지식경제 봉사상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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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투자자 / 주주  협럭업체  지역주민

 NGO  전력그룹사 임직원  학계

 정부 관계자  한국동서발전   임직원  

 기타(              )

2. 본 보고서 전반에 대한 평가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3. 본 보고서에 대한 이해 정도

 쉽다  적당하다  어렵다

4.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양

 많다  적당하다  적다

5. 본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 있게 읽은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동서발전의 지속가능성  경제부문               환경부문                 사회부문

6. 본 보고서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동서발전의 지속가능성  경제부문               환경부문                 사회부문

7. 한국동서발전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한국동서발전 
 2010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독자 의견 설문지

한국동서발전은 본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해

최대한 공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충실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은 향후 발간될 

보고서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은 Fax(02-3456-8459)나 전자메일(sustainability@ewp.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절
취

선





보 고 서  작 성 과 정

본 보고서는 한국동서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이

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노력 및 성과를 조명하고자 하는 한국동

서발전의 네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3 가이드라인과 BSR(B.

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었습

니다.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사 5개 처/실 담당자로 구성된 태

스크포스팀을 운영하였으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각 부서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내용은 보고서 발간 전 

경영진의 감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T/F Team 사업운영처

담당분야 소속 연락처

총괄 기획처 02-3456-8382

경제성과 관리처 02-3456-8432

창조경영 사업개발실 / 해외사업팀 02-3456-8551/8389

환경성과 사업운영처 02-3456-8509

지배구조 기획처 02-3456-8449

윤리경영 기획처 02-3456-8382

노동·인권 관리처 02-3456-8393

인재양성 관리처 02-3456-8425

품질혁신 사업운영처 02-3456-8511

상생·R&D 사업운영처 02-3456-8485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35-791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 411
Tel : 02-3456-8382  Fax : 02-3456-8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