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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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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범위

서울 본사 및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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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의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시계열 추세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의 기준단위

본 보고서에 사용된 단위는 KRW(대한민국 원), MW(설비용량), GWh(발전량), TOE(에너지 사용량), tCO2(온실가스 

배출량), tCO2/MWh(온실가스 배출원단위)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GRI G3 Guideline 적용기준

한국동서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GRI G3 보고서 적용 수준 기준표에서 ‘A’수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었음을 공시합니다.

추가정보

본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인터넷과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ewp.co.kr

담당부서 : 발전처 녹색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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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전력산업의 특성

전력은 현대생활의 거의 모든 산업활동과 국민의 기본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회사 중 하나로 민간발전회사 및 구역 전기사업자와 함께 전기

를 생산하고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며, 다시 한국전력공사는 전국의 송배전망을 

통하여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추구

한국동서발전은 초초임계압(USC) 500MW급 당진화력 5~8호기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2016년 준공을 목표로 단일설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초초임계압 1,020MW급 당진화력 9, 10호기 건설

에 착수하였으며, 2014년 수명이 다한 울산 #1~3호기(600MW) 폐지예정에 따른 저탄소 전원확대 및 전

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울산신복합(948MW)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전력산업 환경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사업 진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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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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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용량 : 900MW

주연료 : LNG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발전량 : 4,379GWh

(2011년 연간 기준)

설비용량 : 4,000MW

주연료 : 유연탄

위치 : 충청남도 당진군

발전량 : 34,258GWh

(2011년 연간 기준)

설비용량 : 500MW

주연료 : 유연탄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발전량 : 3,019GWh

(2011년 연간 기준)

설비용량 : 400MW

주연료 : 무연탄

           (국내, 수입)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발전량 : 3,105GWh

(2011년 연간 기준)

설비용량 : 3,000MW

주연료 : 저유황중유,

           BC유, LNG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량 : 9,329GWh

(2011년 연간 기준)

일산열병합발전처 당진화력본부 호남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 울산화력본부

한국동서발전의 주요사업은 현재 주력사업인 화력발전 운영 및 건설사업, 최근 신규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해외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내 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해외 발전사업 진출 등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발전사업

  ■ 화력발전사업

  - 한국동서발전의 주력사업

  회사 설비용량의 99.8% 점유(8,800MW/35기)

■ 회사현황(2011년 12월 기준) 

■ 발전사별 발전량 점유율(2011년) 

한수원
31.87%

남부
12.09%

서부
10.99%

중부
10.79%

남동
12.29%

동서
10.79%

기타
11.18%

■ 동서발전 연료원별 발전량비율

유연탄
69.0%

중유
5.6%

LNG
19.8%

무연탄
5.5%

신재생
0.1%

일산열병합발전처

당진화력본부

호남화력발전처

울산화력본부

동해화력발전처

■ 조직도

사 장 

상임감사위원 

감사실

기획관리본부 사업총괄본부

당진화력본부 울산화력본부 호남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 일산열병합발전처 괌 지사 마이애미 지사

품질관리팀 동반성장센터

사업소 해외지사

기 획 처 관 리 처 인력관리그룹 계약관리그룹 사업개발실 발 전 처  건 설 처  해외사업실 

동서발전 

전력생산 전력거래

6개 발전회사
민간 발전회사

구역 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

수송 및 판매

한국전력

구역 전기사업자

고객

일반고객

기업고객

당진화력본부 4,000MW(유연탄)

울산화력본부 3,000MW(중유, LNG)

호남화력 500MW(유연탄)

동해화력 400MW(국내탄, 수입탄)

일산열병합 900MW(LNG)

본     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2

설  립  일 2001년 4월 2일

자  본  금 3조3,919억원

총  자  산 5조6,865억원

매  출  액 4조8,130억원

당기 순이익 992억원

임 직 원 수 1,977명

주 요 업 종 전력자원 개발 및 발전사업 외

발  전  량 53,637GWh

판  매  량 51,121GWh

주 주 구 성 한국전력공사 100% ■ 발전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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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040MW(1,020MW×2)

연료 : 유연탄

건설기간 : 2011.6~2016.6

용량 : 948MW

연료 : LNG

건설기간 : 2012.5~2014.7

용량 : 30MW

연료 : 목질계 바이오매스

건설기간 : 2011.12~2013.7

당진화력 9, 10호기 울산 #4복합 동해바이오매스발전

  ■ 발전소 건설사업   해외사업

  ■ 해외사업 진출

-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사업

- 국내 건설·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외 발전소 건설, O&M, 자원개발 등 다양한 사업추진

- 주요 추진현황

• 발전사업 : 자메이카 전력공사, 미국 마루베니, 괌, 필리핀 풍력발전, 

                 아이티 디젤발전사업 등 

• 용역사업 : 세부 유동층 O&M, 칠레 화력발전 시운전, 마다가스카르 등

  국내 신규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발전사와 합작투자

-  국내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에너지개발 사업 추진

  ■ 집단에너지 사업

  ■ 신재생에너지 사업

- 미래 녹색시장을 선도하는 한국동서발전의 신규사업

-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RPS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 추진현황

• 운영 : 15MW(동해 태양광, 당진 태양광, 일산 연료전지 등)

• 착공 : 89MW(경주 풍력, 바이오가스터빈, 동해 바이오매스 등)

동해 민자발전소 건설 당진 민자발전소 건설

국내최초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민간기업과 컨소시엄 석탄화력 건설

설비용량 500MW×2기(2조원) 500MW×2기(2조원)

건설기간 2012~2014.12/2015.4 2012~2015.6

SPC구성 STX에너지+한국동서발전 동부건설+한국동서발전

위치 강원도 동해시 충남 당진군

석문 국가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오산·세교 집단에너지

컨소시엄 : 동서발전, SK, E&S, 서해도시가스

 기존설비 활용 산단내 입주업체에 산업용증기 공급

오산세교 통합지구 8만세대에 신재생 에너지와 LNG를 활용 

열과증기 공급

  ■ 해외사업 개발현황

종료

운영

개발

호주

캘리포니아

뉴햄프셔(2)

도미니카
300MW

괌 80MW

필리핀(2) 
480MW

인도네시아 
200MW

베트남  
2,400MW

인도   
1,320MW

오만    
1,900MW

마다가스카르     
135MW

모잠비크     
600MW남아공(2)     

750MW

나이지리아     
500MW

세네갈     
250MW

가나     
500MW

수단    
120MW

페루(2)
1,640MW

칠레(4)
1,296MW

자메이카
636MW

아이티
30MW

EWP-RC
70.8MW

CPH
94MW

뉴욕

대한민국

당진민자화력 조감도

동해 태양광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

석문조감도



투명한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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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이사회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임이사의 경영활동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배구조

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한국동서발전은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

리발족하여 설립된 발전회사로서, 한전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 사외이사 중 선임비상임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사

장은 기획재정부와 사장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사장과 상임이사 간에는 내부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경영

성과를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력을 갖춘 분들을 선임하고 있

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이사회 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합니다. 의결사항은 사장 또는 이사가 제안하며, 보고

사항은 사장, 이사 또는 감사가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정양식에 의한 안건을 작

성하여 이사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사는 의안에 부의번호를 

부여하고 늦어도 회의 개최 직전까지 의안을 배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사는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이사회 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제

안자 또는 보고자가 설명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대

리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위원회의
역할

이사회의
활동

프로세스

■ 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체계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추진전략

세부과제

모니터링
및 환류 

운영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이사회 역할 강화

환경분석 전략도출

사전심의제도 확대

이사회 운영시스템 개선

실적점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의결안건 추진현황 보고

성과평가

직무수행실적분석
이사회 운영성과 분석

피드백&롤링

개선과제 도출
향후 계획반영

이사회 일정 사전보고

정기 이사회 일정 준수

직무수행분석제도 개선

전문 소위원회 활성화

정책제언 시스템 개선

비상임이사회의 활성화

이사회 활성화
비상임이사의

실질적 경영참여

감사위원회 전문위원회

■ 이사회의 구성체계

임원추천위원회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시행

및 이사회 보고

회사 임원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계약(안) 협의

환관리위원회

내부평가심의회

예산평가심의회

신규사업심의회

안건접수

10일전

사전검토

7일전

소집통지

7일전

사전설명

3일전

안건심의

D-day

이사회 참석률
90% 이상

비상임이사발언률   
70% 이상

경영제언 건수
70% 이상 증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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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Global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미션과 비전, 가치체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 11대 전략과제를 수립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강화를 통해 공생발전

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추진 전략 

한국동서발전은 Vision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 첫째 국내 발전사업 선도, 둘째 신성장 사업 확대, 

셋째 핵심역량 강화, 넷째 지속가능경영 실현으로 선정하고, 11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공기업으로서 경

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역할강화 노력

한국동서발전은 비상임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시

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사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비상임이사의 경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부의안건 사전심의제도 도입을 통한 실질적인 안건심의와 함께 중장기 핵심전략 및 경영정책에 대해 비

상임이사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시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에 의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이사회 내의 이해

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실적분석 결과

전략목표

및 

과제

■ 2020 New Vision 체계도

국내 발전사업 선도

� 저원가 발전설비 

적기 확충

� 설비운영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 안정적 경제적 연료

확보

신성장 사업 확대

� 해외사업 수주 확대

� 녹색성장 사업 확대

� 민자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창출

핵심역량 강화

� 발전회사 최고

기술력 확보

� 전략적 인재 육성

� 경영시스템 선진화

지속가능경영 실현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

�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친환경, 경제적, 안정적 전기공급으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Global Top 10 Energy Company

순이익 1조원 달성, 발전 브랜드 Top 10

글로벌 경영 파트너십 경영기술 경영

핵심공유
가치

미션

비전

경영목표

경영전략

열정 윤리
두자리수 

성장
팀워크

이사회 참석률 사전안건심의율 발언비율

85% 100% 71.1%

2009년 2010년 2011년

이사회 개최횟수 9회 9회 12회

의결안건 24건 30건 49건

사전심의율 100% 100% 100%

수정의결안건 - 2건(6.7%)    2건(4.4%)

보고안건 8건 6건 14건

이사회 참석률 94% 97% 85.0%

비상임이사 참석률 100% 100% 73.2%

비상임이사 발언비중 52.2% 64.2%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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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추진 로드맵

한국동서발전은 지속가능경영 실행기반 정착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3대 부문에 대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업 비전 및 가치체계

■ 기업 미션

■ 기업 비전

■ 비전 경영전략

친환경, 경제적, 안정적 전기 공급으로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친환경

경제적

안정적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친환경 운영으로 후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줌

경영효율을 극대화하여 저렴한 전력을 공급

발전회사로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류를 대상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

Global TOP 10 Energy Company

국내 발전설비운영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국내외 IPP 사업 확대 등

글로벌 에너지 사업으로 확대

2020년 해외사업 비율 50% 이상 달성

총 매출 14조원, 수익1조원 이상 달성

2020 이후 매출 20조원, 수익3조원 이상 달성하는 명실공히 Global Top Energy Company로 성장

해외시장 확대 위한 EWP의 글로벌 브랜드 형성

국제 IPP수준의 조직화

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기업문화 형성

규모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 

   - 성장 잠재력 및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고, 내재가치가 빼어난 회사로 성장

세계 10대 에너지·발전전문기업으로 변모

   -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전문가 인재양성, 경영효율을 지닌 회사

사업영역

성장·규모

대외고객·

대내조직,

구성원

종합

사업의 Portfolio 구성

해외사업 및 자원개발

두자리수 성장

사업 중심의 글로벌 전력기업

지속가능 성장 경영

최고의 발전운영 기술

고효율 대용량 유연탄 발전소 건설

설계·정비기술 자립

POMMS등 기술개발 증대

경영파트너와의 경쟁적인 목표설정

파트너십에 의한 상호 성장

역동성, 투명성, 윤리도덕

지속가능 두자리 성장

글로벌 경영
Global

파트너십 경영
Service

기술 경영
Technology

비전 경영전략 

1단계
2007년~2010년

2단계
2011년~2015년

3단계
2016년~2020년

기반구축

매출액 : 4.5조원

ROIC : 7.08%

신뢰기반 조성

환경경영체제 인증

역량강화 

매출액 : 6.7조원

ROIC : 5%

국내 우수 존경기업 

녹색경영 우수기업 

성장발전 

매출액 : 14조원

ROIC : 10% 이상 

글로벌 수준의 책임경영 이행

글로벌 녹색경영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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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발생에 대비하여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기반으로 RMS(Risk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고 재무회계, 발전운영, 연료

수급, 재난안전 등 영역별 리스크를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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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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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N(Prime Coal NET)을 연계하여 적극적인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VaR

기반의 EaR(Earnings-at-Risk)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연료가격 변동성 축소와 최적 차입금 포트폴리오 

구축 및 환율변동 리스크관리에 활용함으로써 한발 앞서가는 리스크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한국동서발전은 정보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ERP 시스템과 연계

하여 RMS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5개 관리영역 20개 KRI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자 정보시스템(EIS)과 동일한 방식으로 화면을 설계하여 Risk 변동에 따른 Action 

Plan이 가동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2011년도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으로 변경되는 회계정책을 반영하여, K-GAAP에서 IFRS기반으로 내

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변경 및 재구축하였습니다. 현행 개별결산 기반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연결결산 

기반의 프로세스로 변경하였으며 모회사인 한전 연결 중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맞도록 회계기준 변

경 프로세스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핵심통제 재선정, 업무 프로세스 문서화 및 IT 프로세스 업데이트 

등을 하였습니다.ERP 리스크종합관리시스템

구분 세부내용 시행시기

내부통제 설계 유효성 평가 업무 프로세스별 추적시사 증빙 샘플 테스트 2011.11.15~11.21

자체 유효성 평가 11개 업무 프로세스 및 전사차원 통제 평가 2011.11.22~11.28

외부 회계감사인 평가실시

자가평가결과, 통제활용테스트 절차 유효성 점검

임의의 프로세스 선정 테스트 후 적정성 확인

전사적 수준의 내부통제 사례 및 운영의 적정성 감사

2011.12.1~12.30

핵심재무위험 항목 위험관리시스템 운영 방식

가격위험 보정계수 관리 비용평가위원회 전력그룹사간 재무균형 유지

환율위험 국제연료비 등락 모니터링

연료수급위기 대응매뉴얼

Self Blending 시스템

In-house 리서치

연료 수급 리스크시 대응절차

정보획득 적시성(사내 투자심의위,

환관리위원회 등과 협조)

이자율위험

금융시장 모니터링
환위험관리위원회

In-house 리서치

환위험 최소화를 위한 헷지기준

장단기포지션에 대한 헷지비율 설정

신용등급 관리
연례회의

IR

우량 신용등급 관리

투자자 확대를 위한 IR 활동

유동성위험
부채관리 경영실적분석(분기1회)

부채관리시스템

수익증대 및 원가절감 활동

부채 통화 및 만기구조 최적화유동성관리

■ 재무 리스크 관리시스템 및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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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과 기업경영의 영향도가 높은 이슈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는 사내규범, 정부정책 및 법률, 직·간접적 

경제표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주요기업 벤치마킹, 미디어분석 등을 통하여 주요한 이슈를 도출하였습

니다.

중대성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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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이들 주요이슈에 대해 한국동서발전의 성과를 상세히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이해관계자

경제 해외시장개척, 신재생에너지, 국내신규사업 

환경 기후변화대응, 환경보전

임직원 복지, 인사 

협력사 동반성장

지역사회 지역사회와의 공존

관계             특성 및 접근방향

참여
회사와 성장을 같이함 

→ 주인의식 고취로 회사업무 참여도 제고

상생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나, 갈등요소가 잠재 

→ 소통과 합리적 노사관계

협력
회사의 정책방향 설정에 큰 영향 

→ 내부정보의 공유 및 윤리투명경영

공존

이해관계 상충 시 급격한 갈등증폭 

가능성이 상존

→ 홍보, 정보 제공, CSR활동

한국동서발전은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동서발전의 산업특성 및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전력그룹사, 정부, 지역사회, 환경단

체 등 다양한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

케이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관심사를 수렴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반영함으로써 지속경영을 실현

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이해관계자 분류 및 맞춤형 접근방식 채택

이해관계자 집단을 조직내외부 및 잠재적 갈등요소에 따라 참여, 상생, 협력, 공존 등 4개의 범주로 분류

하고 이에 부합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정의하여 각개의 이해관계자에게 적합한 방식의 소통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협력관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참여

협력

잠재적 갈등요소 High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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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가족 노조

언론 환경단체

경쟁사

지역주민

투자가

■ 중대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슈도출 보고서 반영

2011년 보고서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관심분석 및 

임직원 설문

GRI ISO26000 등

주요 평가항목 분석

동서발전의 비전 및

중장기 전략과 비교검토

및 이슈도출

도출된 중대이슈

보고서에 체계적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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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ommunicator

열린경영으로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열린 경영이라는 바른 길을 걸음으로써 한 명 한 명 소중한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진실한 소통의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책임윤리경영 | 임직원 가치경영 | 인재양성 | 복지제도 | 노사관계 | 안전 및 보건 | 

열린경영



책임윤리경영

한국동서발전은 윤리경영을 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설정하고, 임직원들이 행하

는 모든 경영활동과 업무수행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

록 다양한 실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조직 

한국동서발전은 CEO직속의 윤리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전담조직은 전사적 윤리경영 추진

을 위한 전략수립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윤리경영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녹색

경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감사실은 윤리 위반사항 조사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본사 및 사업소별 윤리 행동강령책임자를 통해 윤리경영을 전사적으로 실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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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관계자들과 공동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기업비전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윤리실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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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의식 자기점검제 및 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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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임직원 스스로 윤리경영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체계적인 윤리경영 교

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자와 신입사원은 필히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

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사이버 교육, 외부강사 초빙교육, 사업소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사전예방적 신고제도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 모두가 이용 가능한 신고제도와 Online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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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준법

감시인 제도, 클린 마일리지 제도, 협력사 지인 신고제도 등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윤리프로그램

한국동서발전은 협력사 입장에서 윤리적인 개선사항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자 협력사 옴부즈만 제도와 

협력사 간담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윤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경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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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과 함께 정보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알권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을 위해 「정보공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업무처리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이용한 회사 경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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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op 10 Energy Company

윤리경영목표

전략방향 

VISION

핵심가치
성장 

(Growth)
열정

(Passion)
윤리

(Ethics)
팀워크 

(Teamwork)

윤리경영
제도 고도화

윤리의식
공유·확산

부패행위
사전예방

회사고유
프로그램 개발

존경받는 윤리기업 

KoBEX SM : AAA / 권익위 청렴도 “매우우수” 기관 

■ 윤리경영 추진체계 

■ 내부신고시스템, 클린 마일리지 제도 등 예방적 실천시스템 개선

제도 내용 비고

내부신고시스템 신고대상 행위 : 권한 남용, 법령 및 정관의 위반, 예산의 오용, 윤리 행동강령 위반 등 내부신고자 신분 보장 시스템

클린 마일리지 제도 윤리경영 참여활동을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윤리경영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매 반기 30명에게 인센티브 보상

협력사 지인 신고제도 협력회사의 임직원 본인과 친인척,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인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인으로 신고 청렴윤리사이트 내에 지인거래 신고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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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경영공시 환경구축으로 고객지향성 향상

스마트폰 하나면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동서발전 경영공시에 접근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지향

적인 “친절하고 똑똑한 동서발전 경영공시(EWP KS 경영공시)”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였습니다.

임직원 가치경영

한국동서발전은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전력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전문인재 육성을 목표로 직

원가치 향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사 및 보상체계,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그리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해 일과 삶의 균형을 구체화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되는 인적자원 관리

임직원 현황

2011년 12월말 현재 한국동서발전의 임직원 수는 1,977명입니다. 2009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여 2010년도까지 신규인력 채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5차례에 걸친 희망퇴직 시행으

로 고용창출률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도 신규인력 채용으로 고용창출률 감소폭이 줄었고 정부의 일자

리 창출정책을 통해 청년인턴 채용을 확대했습니다.

고졸사원 채용을 통한 열린고용 선도

한국동서발전은 2001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총 649명의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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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각종 차별 발생 시에는 CEO 직보시스템과 신문고 제도를 활용하여 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내부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열린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기업 최초로 고졸사원 30% 채용쿼터제를 시행하였으

며 마이스터고 출신 19명을 공채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

여 동서발전의 해외발전소 인턴십 프로그램(Global Dreamalizer Program)을 시행하여 호평을 얻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고용창출률은 전년대비 임직원 수의 증가분

*이직률은 정년퇴임을 제외한 자발적 퇴사에 의한 퇴사비율

■ 임직원 구성현황

■ 2011년 윤리경영 실천 종합 결과

항목 주관 결과

청렴도 권익위원회 공기업 최우수, 6개발전회사 중 1위

지속가능 경영

실태조사(KoBEX)

산업정책연구원

(지식경제부 위탁)
4년 연속 AAA

국민체감도 기획재정부 발전회사 최우수, 공기업 평균대비 2.9점

공공기관 ISO 26000 조세연구원 96.80점(시장형 공기업 평균대비 3.45점)

UN Global Compact UNGC 한국협회 공기업 최초 친환경 부문 대상 수상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임직원(명) 2,065 2,006 1,977

정규직 2,065 2,006 1,977

비정규직 0 0 0

평균근속년수(년) 16.5 17.3 16.3

고용창출률(%) -2.93 -2.85 -1.44

이직률(%) 1.12 0.74 0.8

■ 사업소별 인원현황(2011.12)

사업소 인원

본사 356

당진화력본부 590

울산화력본부 487

호남화력발전처 169

동해화력발전처 170

일산열병합발전처 201

괌 지사 4

■ 체계적인 경영공시 시스템 구축

담당 조직구축 관리자(해당부서) 총괄자(기획처)

운영방안수립
(공시주기 설정 등)

운영방안 통보

공시사유발생

공시자료 1차 검토 공시자료 2차 검토

VOC 청취·분석

개선사항 도출

운영방안 확인

공시사항 검토 

자료 공시 

공시사항 보완

확인자(감사실)

모니터링

계획수립

공시시행

사후관리

피드백

책임자 지정

추진성과

한국동서발전은 이러한 윤리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바르고 깨끗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

외기관으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청소년, 대학생, 

취업준비자 등 주관심 고객

SNS - Twitter(with EWP)
- Facebook(ewp power)
- Blog(Powerian)

스마트폰 미사용층

대표전화 안내

우편물 발송(희망자 限)

유관기관

요구자료 서면 제출

협력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www.alio.go.kr
www.ewp.co.kr

EWP 
친절하고 똑똑한

공시포털 시스템

■ 인원구성(2011.12 단위 : 명)

3,4직급
1,699

1,2직급
140

임원
45,6직급 기능,

별정, 청경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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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약자(장애인, 국가보훈직) 채용기회 확대 

신입사원 채용 시 장애인 가점적용뿐만 아니라 채용쿼터제를 시행하여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하여 장애인 고용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은 법정의무 고용률 3%를 상회하

고 있습니다. 장애직원에 대한 동등한 인사관리로 차별화를 배제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매년 전 직원에게 인식 개선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대상자

에 대해서도 채용목표제 및 가점적용을 통해 지속적인 우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 직원 대비 

약 9.1%의 국가보훈자를 채용하여 사회형평적 채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양성평등

전체 임직원 중 여성직원의 비율은 8.4%로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여성인력에 대

한 채용 및 승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여성 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처우개선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여성 근로자 및 맞벌이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있으며, 육아기에 여성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

록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승호, 승급 및 경력기간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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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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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 분석을 통한 고졸사원 채용 필요성 검토

■ 공생 발전을 위한 고졸사원 채용 추진 시스템 단계별 구체화

임원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5년

3년

입사후 

1년

구분 기업문화 전문직무

사무 기술
교육원 직무일반 정보화국제화

특별교육
직무교육계층교육

핵심인력양성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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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 과정

대학경영자 과정

국내·외 

경영 

관리자 

과정

Excel

PPT

Word

CAD

등 

OA

및

정보화

교육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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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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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국
내

·
외

 직
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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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경영자 코칭 과정

신임 1직급 과정

성과관리 리더십 과정

경영정책 및 혁신과정

노사관리기법과정

중간관리자과정

면접전문가과정

신임 2직급 과정

품질경영과정

초급관리자과정

초급관리자 품질경영과정

전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실무교육과정

신입사원기초과정(필수)

관리자 리더십 과정

신임 2직급 과정

입사 10년차

교대근무 특별교육

신입사원 Refresh

신입사원 직무과정(OJT)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166
156158

162

7.63 7.65 7.78

8.40

여성인력(명) 여성인력비율(%)

고졸사원 채용 쿼터제 도입(우수 기능인력 양성 + 열린 고용)

인력공급 측면

학력 인플레 극대화

우수 기능인력 부족

인력수요 측면

적정 인력 수급 곤란

기능인력 고학력화 지속

Gap 분석

■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결과

2010년 2011년 2010년 2011년

3.1 9.1
2.7 8.7

15%
7%

장애인(%) 국가보훈자(%)

2010년

직무 분석을 통한 채용 

직군 및 비율 결정 → 

발전(기계, 전기), 

통신 직군의 30%

2011년

마이스터고 대상 

고졸사원 제한 

채용 시행

2012년

추가 직무 발굴을 통한

고졸사원 채용 

범위 확대

(발전, 통신 → 전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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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ular e-Learning 시스템 구축

집합교육 위주인 교육원 중심의 교육에서 현장중심의 열린 교육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동서발전 자체

의 Granular e-Learning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필요시 즉시 학습할 수 있도록 20분에서 30시간 단

위로 교육내용을 세분화하고, 업무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인 사내강사를 활용

한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34개의 교육과정을 127개 모듈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미래 성장동력인 해외사업 진출 전략에 따라 해외사업 전문인력인 Global Pioneer를 선발하여 직무 및 

외국어 역량 제고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80명을 선발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342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6개월 간 해외 지사에 지역전문가를 파견하여 선진 경영기법 및 기술수준을 체험하여 현

재는 해외사업 등 관련부서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력 대상 기술교육

우리회사의 우수 인재를 활용하여 대외 기술인력 및 일반인 대상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사회공헌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당진화력 모의훈련센터에서는 2011년에 중소기업 기술인력, 군전력 인력, 마이스터고 및 

인근 학교 학생 등 총 12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교육수요자들에 맞춤교육을 확대해 나

갈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년퇴직 예정자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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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스트레

스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모든 강의는 검증된 전문강사진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성과

■ 교육훈련비 및 훈련시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인당 교육훈련비(천원/명) 2,190 2,828 3,310

전체 예산 대비 교육훈련비(%) 0.57 0.63 0.97

연간 교육 훈련시간(시간/인) 88 98 110

■ 교육인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사내교육원 교육(명) 857 996 1,428

국내 위탁 교육(명) 9,381 11,767 10,690

해외 위탁 교육(명) 25 10 27

합계(명) 10,263 13,099 16,893

복지제도

한국동서발전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정책 구현을 통한 직원 만족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핵심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한 직원에게 태교도서 등 선물을 지급하는 베이비 샤워제도, 산전검사비 지원, 전사 수

유실 리모델링, 출산장려금 지원,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행사, 전사 보육시설 위탁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6월에는 당진화력본부 사택 내 자체 보육시설인 파인빌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적극적인 보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모성보호 확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시행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및 독려하고 있으며, 전 사업소 인근에 위치한 가족교육 전문기관인 건강가정진흥원과 협력

하여 자녀·부부·부모 등 가족유형별 다양한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하는 주말가족 체험프로그램, 자녀 사업장 초청행사인 엄마�아빠 직장체험 프로그램, 영어·안보 등 직원

자녀 대상 방학교육 프로그램, 여름 휴가기간 휴양시설 지원 등 직원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원니즈 발굴을 통한 복리후생제도 시행

이 외에도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사내 체력단련시설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택, 기

숙사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자녀 학자금, 선택적 복지 포인트, 단체 상해보험, 경조사 지원 등 직원 및 

직원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의사가 반영된 적극적인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하계휴양 시설을 선정

하고 있으며, 매년 직원 복지제도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직원의견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제도 지원으로 대내적으로는 직원 만족도가 증진되었으며, 대외적으로

는 여성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1년 7월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2011년 

8월 제2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출산 및 양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가족교육 프로그램

■ 당진 파인빌 어린이집 개원

직장 보육 45명

위탁 보육 140명

교육비보조 3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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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중인 복리후생 프로그램

구분 제도 세부내용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베이비샤워제도 임신직원에게 태교도서 등 선물지급

산전검사비 지원 임신직원에게 산전검사비용 일부보조

출산 장려금지원 자녀 출산 시 축하금 지원(50~2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위탁지원
전사 직장보육시설 위탁지원

(만 5세 이하 자녀 정부보육료 단가의 50%한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본사, 당진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자녀교육지원

유아자녀교육보조비 지원(만0세~5세자녀)

중고등학교 및 대학재학 자녀 학비지원

수도권 내 대학재학 자녀 기숙사 지원

직원 및 

직원가족지원

선택적복지 프로그램 자기계발, 가족기념일 등 지원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Employee Assistance Program)
직원 가족교육 및 재무상담 프로그램 시행

경조사 지원 관혼상제관련 휴가와 경조금 지급

재난발생 지원 전소, 전파, 반소, 반파, 침수 재해 시 보조금 지원

가족단위 행사 프로그램 지원 주말가족 체험행사 및 아빠직장 체험행사 지원

주거 및 생활안정지원

주택자금 대부 주택임차 및 구입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부 1년이상 재직자 저리대출

주거시설 지원
지방발전소 재직직원에 대해 회사 주택지원, 

수도권 재직직원은 기숙사 지원

여가문화지원

생활연수원 운영 속초, 수안보, 무주 등 생활연수원 지원

하계 휴양시설 지원 여름 휴가기간 발전소 인근 휴양시설 지원

여가관련 협약할인 지원

교통 : 기차 및 항공할인(3개업체)

숙박 : 전국 숙박업체 할인(10개업체)

여행 : 국내외 여행 패키지 할인(2개업체)

건강생활지원

단체보장성보험 지원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해, 암진단 등 7개항목 보장

건강진단 지원 법정건강검진 및 특수검진 연1회 시행

의료기관 협약할인
전국 사업소 인근 17개 병원과 협약하여 

종합검진, 치과, 안과 등 할인혜택 지원

체력단련시설 지원 사업장 내 운동시설 설치 지원(헬스, 축구장 등)

인센티브지원 유공직원 인센티브 연수 공로가 있는 직원 및 직원가족 연수지원

노후생활지원 퇴직급여충당금 운영

2011년 849억원(퇴직 시 일시 혹은 연금수령)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하여 2011년부터 퇴직연금 도입

노사관계

2011년 개정 노동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에도 기존의 산별노조인 발전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 한국동서발전(주) 내에 기업별 노조인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이 출현, 회사에는 현재 2개의 노동

조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복수노조의 설립에 대하여 어느 한쪽의 노동조합에 편중하는 

일 없이 중립의 자세로 대화와 협력, 소통과 협조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행 완수를 위한 무파업 선언

동서노조는 국민생활에 직결된 필수공공재인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회사로서 국민과 사회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수유지 근무자를 기존 교대근무자(54%)에 한해 지정하던 것을 전 직원으로 확대

하여 실질적인 무파업을 공기업 최초로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써 동서발전 본연의 사회적 책임이행 및 공

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사공동 프로그램 강화로 노사화합 증진

전국에 산재한 발전소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노사공동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노사 상호간의 발생 가능

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협력과 소통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봉사활동, 행복나눔 효행사, “아름다운 

가게” 기부 및 판매행사, 좋은 아빠되기 교육,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행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상호 협력과 소통의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행복한 직장, 일과 가정의 양립, 일하러 나오고 싶

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당진본부

울산본부

호남화력

동해화력

일산열병합

비고목적과 달성효과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과 생산적 협력적 조직문화 달성

직원가족 초청 행사시행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 노력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노사공동 기업가치 향상

노사공동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신뢰구축 및 구성원의 

일가정 양립

행복발전소 인식확산

현장중심의 아름다운 노사파트너십 구현

노사간 공동성장과 나눔문화 실현노력

봉사활동을 통한 가치창조적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노력

노사합동 직장화합의 날 행사(10.22)

행복나눔 효(孝)행사(5.11)

무의탁아동 하계캠프 개최(8.19)

아름다운 가게 기부 및 판매행사

직원자녀 영어캠프

좋은 아빠되기 교육

노사공동 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발전소

농번기 일손돕기, 사랑의 도시락 만들기

직장문화 혁신 다짐대회(5.24)

복지시설 봉사활동과 지원(8.10)

노사합동 전통시장 살리기(9.28)

노사공동 프로그램



30  2012 Sustainability Report 31

노사간 소통과 공감을 통한 퇴직연금제도 시행

한국사회의 고령화에 따른 노후보장 체제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뿐만 아니라 회사차원에서의 

퇴직연금으로 노후생활의 3중보장 장치장착의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동서발전 노사는 기존의 일괄지

급형 퇴직금 제도를 개편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안을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에 

관한 공감토론을 시행하였고 84%의 직원이 퇴직연금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원만하게 신규제도

의 도입이 진행되었습니다. 

노사협력 대상수상

동서발전은 이러한 적극적이고 건강한 노사관계 재정립 및 노사협력의 성과를 대내외에 인정받아 2012

년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국노사협력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생의
노사합의

•조합원 정서 “反투쟁”,

  “탈정치세력”

•노동조합 차원의 사회적

책임 실천 

勞 

•복수노조내 소수노조 배려/

소통강화

•행복한 직장/합리적 복지  

使 

무파업 선언

필수유지업무근무자

100% 지정

(발전사 최초) 

퇴직연금제 도입

노사간 합의를 통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발전사 최초) 

임금협약 체결

정부권장 수용

무분규 타결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 

노사합동 

사회적 책임실천 

사회적 책임 완수를

위한 공동실천선언 

연봉제 도입합의

성과연동형 연봉제

고도화(간부직원) 및 

전 직원 대상 연봉제 

도입 합의
(발전사 최초) 

한국노사협력대상 수상

안전 및 보건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지원

을 통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첨단 시스템 도입

모든 사업소에 보건전문가를 배치하여 청력보존, 근골격계질환예방, 건강증진 및 직무스트레스 프로그

램 등 보건관리 절차서를 운영하고 금연자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금연펀드, 검진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직원 및 가족종합검진 할인제도, 정밀체력측정 등 보건관리에 관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

니다. 

특히,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최신 체성분 측정기와 분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 사업소에 비치, 일반검진 소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위험 설비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 시행

폭발 또는 유해물질 취급기기 등 위험설비에 대해 공정분야, 전기 및 기계분야의 전문 진단인력에 의한 

용역을 실시하여, 현장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제거·조치함으로써 직원 및 협력사의 모든 직원의 안전

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안전관리를 통해 설비 신뢰도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한 순

간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현장의 근로환경 개선노력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석면사용을 작업장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현장의 석면사용처에 대

한 설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와 질병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예방을 위

해 노사간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사업장내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재해건수 

한국동서발전은 국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객관적인 인증과정을 통하여 사업장내 모든 안전관리 요

소에 대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 유해·위험인자의 발달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 사업소 4년 연속 무재

해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2011년 재해율은 2012. 8월말 발표)

구분 2008 2009 2010

당사 결근율[재해율(%)] 0.00 0.00 0.00

재해분류(임직원) 사망0, 부상0 사망0, 부상0 사망0, 부상0

전기·가스·수도업 평균(%) 0.22 0.21 0.19



Happiness Partner

진정한 공존의 길을 생각합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세상,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나눔과 사랑의 손길로 한 발 먼저 펼쳐나가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주) 성장의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동반성장 | 상생과 나눔 | 

지역사회와의
공존



동반성장 

한국동서발전은 협력업체를 기업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신뢰적 협력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

업체의 핵심역량 강화지원과 지속적인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Global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룩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상생협력 비전제시 및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구현 

한국동서발전은 CEO의 중소기업지원 경영이념 실천 일환으로 국내 최초 「지속가능한 발전산업의 상생

협력」 지원철학을 정립, 회사 중장기 경영전략에 반영하여 전력그룹사와 협력업체에 전파하였고, 동반성

장위원회와 연계하여 2011년 11월 동서발전 동반성장 모델을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공표하였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여 3년 연속 59개 공공기관 중 동반성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0년 (주)코펙은 「열교환기 소자 국산화 코팅기술 개발」을 국내최초로 개발, 원천소재 기술을 국산화 

개발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당진화력 탈황설비 적용 구매원가 50억 원을 절감하는등 발전회사당 100억 

원대의 원가절감을 실현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해외판로, 부족인력, 자금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

하여 2008년부터 4년간 중소기업청 주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39건을 협약하여 국내 63개 대

기업 중 1위를 달성하였고, 정부자금을 활용하여 총 123.9억 원의 개발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35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지

원하여 경영, 기술노하우를 전수하였고,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 전력그룹사 최초 5개 전문대학과 산학협

약 체결을 통하여 7명의 인력을 중소기업에 채용 알선하였으며, 금융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을 활

용한 sPRM, 네트워크론 등의 자금지원 및 계약 후 선금지급 등을 통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경영이념 실천을 위한 노력

한국동서발전은 1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협력업체의 

Needs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사업을 재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산업의 상생협력」 지원철

학을 정립하여 정부, 학계, 전력그룹사 및 중소기업에 지원이념을 전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중장기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동서발전 동반성장 성공모델 39개사 지정을 통하

여 세계 30대 Star기업 발굴 및 국내 100대 중핵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시

스템 구축을 위한 「동서발전 중소기업협의회」를 발족하여 각 기업별 성장단계 분류를 통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국동서발전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력연구개발을 추진하여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 174건, 103억 원을 지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발전설비 외산 기자재 국산

화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11년까지 총 15건을 협약하는 등 지

속적인 연구개발로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서발전이 보유하고 있는 기

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여 사업화 성공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지원 

동서발전은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적극 부응하고 중소기업의 구매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제품을 74.2억 원을 구매하였고, 여성의 활발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제품 37억 원을 구매

하는 등 1,402억 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CEO직속 26개부서, 31명의 구매전담 T/F를 

구성하여 구매실적 추적관리를 통한 구매확대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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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동반성장 모델 국내표준화

정책자금 지원 

공생발전기금 조성

성공모델 육성협약 

중기제품 시범설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과제건수 협약금액 구매금액 과제건수 협약금액 구매금액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9 38.99 8.9 15 36.8 12.1

협력연구개발 25 59.4 7.7 18 5.8 13.4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7 - 54.1 6 - 44.8

■ 동반성장 전략과 추진체계

세계 최강 발전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정책

추진체계 

비 전 

끌고 

•Global Top 10 Energy

  Company 구현

동서발전 밀고 

•매출 5천억, 순익 1천억

•세계 30대 스타기업 육성

•국내 100개 중핵기업 육성

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구축 

핵심기술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화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공생발전

사회공헌 

동반성장 협의체

정기협의

동반성장 센터 및 중소기업 협의회 홈페이지

상시모니터링 수시환류 

동서발전 동반성장 센터

전담조직 

중소기업 협의회

자율운영

파트너십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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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국내·외 판로지원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기반 확보를 위해 동서발전은 국제전력IT전을 비롯해 3개 전시회에 95개사를 지원

하여 488억 원의 상담과 77억 원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고, 중소기업청 주관 공공구매 촉진대회 등 5회

에 걸쳐 공공구매 상담회에 참가하여 48개 중소기업의 구매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위해 SBS TV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힘」 8개사 방영 및 전력경제신문 14개사 광고 등의 홍

보지원을 통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두바이 WETEX 전시회 등 2번의 국제전시회에 11

개 중소기업을 참가 지원하여 9,067만불의 상담과 500만불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고, 해외 수출촉진을 

위하여 일본, 인도 및 중동지역 해외바이어 13개사를 초청, 135개 중소기업의 벤더등록 및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인도 TATA, DESEIN 등 36개사의 벤더등록을 성공시켰으며, 수출상담 결과 상담 37,335만불, 

수주 6,171만불의 성과를 이루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앞장섰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필수 공공재인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으로서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인 경제적 가치 창

출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인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전소의 운영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점차 상호 이해와 협력이 중요시 되고 있기에 발전소는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는 발전소를 환영하는 상생 협력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다방면의 소통과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추진체계 및 재원

추진체계

한국동서발전은 “사랑의 손, 희망의 빛” 이라는 슬로건 아래 2004년 2월 동서발전 봉사단을 조직하여, 

2011년 현재 총88개팀 2,204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봉사활동 추진을 위하여 사회공헌위원회

를 구성하였으며, 긴급한 봉사활동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희망e음 긴급현장봉사단”을 구성하여 각 지

역 소방서 등과 협약을 맺어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원조성

봉사활동을 위한 재원은 직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회사에서 직

원들의 모금액 만큼 기부금을 보태는 매칭그랜트 제도를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으

로 각 봉사팀이 매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봉사활

동 등 특별 봉사활동 수행 시 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내부의 재원과 별도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원사업비를 통해 발

전소 주변지역의 교육, 문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의견 반영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5개 사업소 지역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

게 파악된 지역사회 의견은 사회공헌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봉

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생과 나눔

■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실적 (단위 : 만불) 

■ 지역사회 설문조사

2.6억불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4회

중소기업 해외판로 지원 실적

해외 7회 국내 4회

설문대상 5개 사업소 344명

설문기간 11.29~12.09

조사결과

사회공헌 만족도 3.97(5점만점)

지역의견 반영도 3.88(5점만점)

시급한 부분 : 취약계층 지원(51%)

개선이 필요한 부분 : 홍보(22%)

■ 2011년 지역지원사업 육영사업비 (단위 : 백만 원)  

구분 당진 울산 호남 동해 일산 합계

지원금 2,018 406 125 253 135 2,937

구분
2010년 2011년

참여기업 상담금액 수주금액 참여기업 상담금액 수주금액

국내전시회 110 216 35 95 488 77

국제전시회 24 14,814 2,510 11 9,067 500

벤더등록 및 수출상담회 18 1,019 - 135 37,335 6,171

·재난 등 긴급한 봉사수요에 대비

·본사 및 사업소별로 조직 총 124명

·각 지역 소방관서 등과 협약

■ 희망e음 긴급현장봉사단

봉사

수요

상황

발생

유관기관

사업소

통보

당직실

봉사단

크로샷 발송

봉사단원

현장집결

봉사활동

■ 2011년 사회공헌 재원

회사매칭그랜트 2.7억원
23%

직원모금액
2.7억원

23%

회사기부금예산
5.1억원
42%

기타예산 1.4억원
12%

동남아 30개국 시개단 참여(2011.6.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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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의 공감대 확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발전소 주변에 살면서도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전기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전기요

금 보조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발전소 인근의 취약계층의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를 점

검·교체해 줄 뿐 아니라 낡은 조명기구를 고효율 조명 기구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전

력피크를 해소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내복, 담요, 점퍼 등의 난방용품과 연

탄, 난방유 등의 난방 에너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전기재해 피해가정 지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감전 등 전기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감전으로 인한 화상환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하였으며, 전기재해 피해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추진과 연계한 봉사활동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신규 사업 개발지역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우호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젤발전 사업을 운영 및 개발하고 있는 아이티 지역에 2010년 지진으로 

인해 한쪽 다리와 집을 잃어버린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여 새로 집을 지어주고 학

비를 지원하였으며, O&M사업을 수행 중인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치약, 칫

솔 세트 290여 개를 후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침을 굶는 학생들을 위해 190여 명에게 무료 아침급식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외현지에서의 봉사활동과 함께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출신

의 국내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여 명절 때 한국문화 체험 봉사활동과 함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

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체육활동 후원

육영사업 시행

한국동서발전은 그 무엇보다 발전소 주변의 교육

과 인재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발전

소 주변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물 

화상기 등의 학습 기자재와 사물함, 수납장 제작 

등의 학습환경 개선 지원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

니다. 이로 인해 발전소 인근 학교들은 다른 지

역 학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학습환경을 갖

추게 되었습니다. 매년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발전소 인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

생들의 학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학습을 장려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 

수업 외의 특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영어에 대한 

친근함을 키우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중앙박물관 견학, 역사문화 체험 등의 체험학습을 지원하여 살아있

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의 ‘사랑의 울타리’ 운동에 

동참하여, 어려운 계층의 아동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빈곤이 악순환되는 상황을 타파하고자, 총 

17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아동들이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아 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기설비 점검·교체 봉사활동

(단위 : 천원) 

분야 교육기자재 장학금 특별학습 기타 지역아동센터 합계

지원금액 478,020 655,456 139,244 52,379 113,817 1,438,916

사업소 대상 날짜

당진
조손가정 11.06.30

체험마을 숙박시설 11.09.09

울산

복지시설 따뜻한집 11.08.16

아파트 경로당 등 11.07.14

월평, 달동주공 경로당 11.08.18

호남
1사1촌 자매마을 11.08.17

상암동 주변마을 11.09.09

일산 결식아동지원 나눔학교 11.08.12

■ 겨울 난방대책 지원

난방용품

내복 380벌

담요 16채

점퍼 24벌

난방연료

연탄 1만장

난방유 15,000리터

아이티 지진피해 소녀돕기 필리핀(세부) 무료아침급식 다문화가정 아이 돌보기

■ 지원대상 

2010년 2011년

17개

4개

4.3배 
증가

전기재해 피해당사자 간병인 지원

- 장애환자 1명, 감전화상 환자 1명

피해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반기)

- 고등생 2명 40만원씩, 대학생 1명 60만원

■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2010년 2010년2011년 2011년

1.3배 
증가

2.2배 
증가

지원대상(단위:세대) 지원금액(단위:천만원)

140 6.9

108

3.1

장학금 수여식 지역아동센터 홈스쿨 지원

연탄배달 봉사활동(2011.09)

여름방학 독서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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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의 파트너십 형성

지역사회 인프라 개발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은 법률에 의거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

해 매년 발전량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고 있는데 2011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에 146억여원이 지원되어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 확충 등을 위한 사업에 쓰였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및 농산물 직거래 시행

한국동서발전은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과 상생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상권 활성

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발전소는 그 주변의 전통시장과 1사1시장 결연을 맺었으며, 2011년 임직

원이 총 6억 6천만원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여, 매월 시장가는 날 행사를 통해 직원과 직원 가족의 

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내 홈페이지내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

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직원

들은 좋은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을 실현하

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19개 품목에 대해 4,836만원 상당을 구매하여 전년대비 179%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특화상품을 더욱더 키워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2011년 2,400

여만원의 지역특화상품을 구입하여 지지호호 참여 23개 공공기관 중 최다구매기관이 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보호 활동 전개

한국동서발전은 친환경 경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후손에게 깨끗

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발전소별로 ‘1

사1산’과 ‘1사1하천’ 가꾸기 운동을 통해 정기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어린이들

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등 환경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습

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 지지호호 적극참여

동서 직거래 장터 홈페이지

1사 1산 가꾸기 운동

(단위 : 천원) ■ 2011년 지역지원 사업비 사업소별 지자체 배분 금액 

분야 당진 울산 호남 동해 일산 합계

지원금액 12,459,000 946,400 292,000 590,800 315,000 14,603,200

구분 결연 활동횟수(회) 활동인원(명) 지원금액(천원)

푸른산하 가꾸기 12개 山河 32 524 5,534

환경보전활동 52 741 68,769

知識상품+地域경제+

戶戶(지역살림)+好(모두이익)의 

합성어로 지경부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의한 

지역특화상품 구매 캠페인

知地戶好

■ 온누리 상품권 구매

2009년 2010년 2011년

6.6억원

0.4억원

2.8억원

■ 동서장터 구매액

2010년 2011년

48,361천원

26,993천원 1.8배 
증가

지역사회 문화행사 지원 및 체육활동 장려

기업의 문화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발전소 인근의 각종 지역 문화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왜

목 해돋이 축제, 상록문화제, 울산문학상 후원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주

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 유소년 축구부, 석문중 육상

부, 울산 유도부 등 학교 운동부 지원 및 크고 작은 체육행사를 지원하여 체육 꿈나무 육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육성

왜목 해돋이 축제 지원

분야 문화예술 체육진흥 합계

활동횟수(회) 33 31 64

활동인원(명) 164 38 202

지원금액(천원) 116,146 172,695 28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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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헌혈 릴레이 등 기타 이웃사랑 봉사활동

한국동서발전은 2004년 이후 매년 5월 본사를 시작으로 각 지역의 사업소를 하트 모양으로 순회하며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8회 헌혈 릴레이에는 21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사랑나눔을 실

천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무의탁 환자를 위한 무료병원인 성가복지병원에 2004년부터 무료급식을 위한 쌀 2천만

원 상당을 지원해 오고 있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후원 및 물품구매를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심성의 도움이 아닌 일자리를 통한 자립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동반성장 공생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비투자

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물품 6억원 상당을 구매하였습니다. 

공생발전 후원금 전달

제8회 사랑의 헌혈릴레이

무의탁 어르신 돕기

성가복지병원 무료급식후원

노사합동 소망재활원 봉사활동

■ 조성금액(총4,500만원)

■ 후원내역 

좋은세상베이커리
2,000만원

소망재활원
1,500만원

굿윌스토어
1,000만원

협력기업조성
1,500만원

매칭 그랜트
1,500만원

직원 모금액
1,500만원

나눔의 봉사활동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노인 자매결연, 간병인 지원

한국동서발전 각 발전소의 봉사팀들은 주변의 소년소녀가장 및 홀로 사는 무의탁 어르신들과 자매결연

을 맺어 매달 생필품 지원과 함께 학습준비물 챙겨주기, 집안 청소, 말벗 되어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의 극빈 계층 중에서 거동이 어려운 장애 환자를 돌보기 위해 지역의 

간병시설과 연계하여 간병인을 고용, 환자분들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돌봐주고 있습

니다. 

■ 2011년 취약계층 지원 실적 

구분 결연(명) 활동(회) 활동(명) 지원금(천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98 709 975 139,906

무의탁 어르신 돕기 82 495 704 78,743

간병인 지원 7 - - 51,962

합계 327 1,204 1,679 340,177

■ 2011년 복지시설 지원 실적

분야 활동(회) 활동(명) 지원금(천원)

종합복지시설 156 770 103,166

어린이시설 213 840 141,340

노인시설 74 505 51,314

장애인시설 56 326 31,240

합계 499 2,441 32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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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 Friend

세상을 품는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오늘의 편리함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삶까지 생각합니다

어제의 자연이 준 선물로 오늘의 삶이 풍성해졌듯이

오늘의 지구를 가꿈으로써 더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깨끗한 자연과 행복한 사람을 향한 한국동서발전(주)의 약속입니다.

친환경 녹색경영



녹색경영 관리체계

녹색경영 추진체계

한국동서발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고경영자를 중

심으로 체계적인 저탄소 녹색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경영 전담부서와 전 사업소에 녹색경영 담당부

서를 조직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경영을 포함한 회사 경영전반의 발전 가능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

는 경영자문 기구인 녹색경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토론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비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2009년 제정된 녹색경영 마스터플랜을 2010년 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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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후대응 프로그램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추진

한국동서발전은 탄소보고서와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

는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기후변화대응 프로젝트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에 응답요청 미대상기관으로는 공기업 최초로 자발적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로

써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회사의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성과 및 온실가

스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Top-Tier 녹색경영시스템 운영

환경경영체제 및 녹색기업

한국동서발전은 경쟁력있고 차별화된 환경경영추진을 위해 ISO 14001/9001 통합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오염물질 및 폐기물 배출의 최소화와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노력으로 환경부로부터 전 사업소가 녹색기

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녹색경영 성과평가시스템

녹색경영의 체계적 정착을 위해 ERP 환경성과평가시스템에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등 지속가능경영 지

표들을 추가한 녹색경영성과평가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녹색경영 추진실적을 객관적인 지수로 관리하

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 3개 대분류 및 28개 세부지표(환경지표 21 + 지속가능지표 7)

녹색경영 관리시스템

한국동서발전 임직원의 녹색생활실천 참여실적 및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운영현황 공

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사 최초로 구축되었으며 개인별, 사

업소별 녹색생활실천 현황, 실시간 실적비교, 활동분야별 그린마일리지 적립현황 및 관리, 녹색경영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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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 녹색경영 Cycle

전략수립

피드백

성과평가

(계량화)

세부방안

실행

마스터플랜

수립

■ 권한 및 책임

CEO(사장) 녹색경영을 위한 추진정책의 설정

녹색환경팀

(주관부서)

녹색경영의 총괄, 추진전략 및 마스터 플랜 수립

우수 실천자 포상·보상, 녹색생활 활동지원·모니터링

사업소

녹색경영 담당부서

사업소 녹색경영의 실천, 사업소 녹색생활실천 활성화

사내외 우수사례 전파, 주관부서의 활동 지원

구분 분야 주요 추진내용 CO2 감축량

개인 BMW 등 전 직원 참여 2,009톤

사업소 차량 다이어트 등 「구내차량 없는 날」 지정운영 115회 5톤

내부조직

전략수립 전략실행

녹색환경팀

환경관리팀

환경화학(안전)팀

신재생에너지팀

동반성장센터

외부조직

녹색경영 자문

녹색경영위원회

(환경·에너지 분야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

녹색경영자문

녹색경영외부홍보

Carbon Management G
3
 

저탄소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발전산업의 글로벌 리더

GHG Reduction

발전효율향상/에너지절감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Green Growth

신재생에너지 확충

녹색인프라 구축

Green Culture

녹색일터 조성

녹색생활 실천

2020년까지 배출원단위 10% 감축(녹색에너지에 4조원 투자) 

녹색경영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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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전부문은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의 전력수요와 전원믹스에 의존하며, 재고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배출원단위 감축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배출원단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

다. 회사의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기준연도 배출원단위(2007~2009 평균)의 10% 감축으로 비전을 달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전설비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등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발전설비 운영효율

한국동서발전은 주로 최신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고, 세계적 발전설비 운영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가장 높

은 수준의 발전효율을 지속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발전 전체 발전량

의 63%를 차지하는 총 4,000MW 당진화력 1~8호기는 1999년에서 2007년사이에 준공된 최신설비로 

세계 최고수준의 효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준공예정인 발전효율 55%의 신울산 복합건설

(950MW)이 추진 중이며, 2015~16년에 준공예정인 당진 9,10호기(1,000MW×2)는 원자력과 유사한 초대

용량 신개념 발전설비로 동서발전의 전체 발전효율을 한단계 상향조정 시킬 전망입니다.  

온실가스 배출현황

2011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41,294천톤-CO2이며, 직접배출 41,237천톤-CO2(99.8%), 간접배출 58천

톤-CO2(0.2%)을 배출하였습니다.

■ 국가별 석탄화력 열효율(%)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미국

40.8
41.3

40.6

36

34.1

■ 전사 온실가스 배출현황

구분 배출유형 2009 2010 2011

배출량(톤)

Scope 1 39,271,043 41,452,688 41,377,486

Scope 2 64,683 63,293 57,678

총배출량(본사포함) 39,335,725 41,515,981 41,435,164

녹색제품 구매 정부권장정책 적극이행

정부의 녹색제품 구매 권장정책에 부응하여,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녹

색제품 구매비율 96%를 달성하였으며, 금액은 28.9억원입니다. 녹색제품이란, 자원 절약이나 환경오염

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이나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인재양성

기후변화협약 대응, 신재생에너지 및 사업개발 등 저탄소·녹색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심도있는 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녹색경

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최초 UNGC Value Awards 대상수상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1월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Global CSR Conference에서 공기업 최초로 UN Global 

Compact Value Awards에서 친환경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UNGC는 2000년 창립된 UN 산하 세

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로 100여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은 자체 설계한 

배출권모의거래제의 주도적 활용 및 녹색경영평가시스템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습니다.

전국 녹색기업발표회 2년연속 1위로 대상수상

전국 190여 개 녹색기업을 대상으로한 환경부 주관 녹색경영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동서발전은 2010년 

동해화력이 1위로 대상을 수상함에 이어 2011년에는 울산화력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동서발전은 발

전사 최초로 2005년부터 전사업소가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경영 노력에 

선도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 확충녹색기술 
R&D

발전효율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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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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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사업에 2014년까지 26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R&D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발전사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CCS)과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분야에 전력그룹사 공동으로 역량을 집중할 계획

입니다. 이를 위해 당진화력에 CCS부지, 울산화력에 IGCC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수준평가 발전부문 2년연속 1위 선정

한국동서발전은 2010년 지속가능경영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이 2009년말 1,738개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대

상으로 실시한 산업계 기후변화 경쟁력지수 조사에서 발전부문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

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동기관에서 시행한 녹색경영 진단평가에서도 발전부문 1위로 선정되어 차별화

된 기후변화 대응수준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하였습니다. 

항목 유기성 고형연료 SRF
  목재  

우드칩 펠렛 PKS

성상

특징

저위열량(kcal/kg)

사용처

산림부산물, 폐목재

2,500~3,500

동해화력

목재를 건조·성형

3,500~4,500

동해화력

야자껍질·씨앗 등

4,000

고려중

하수슬러지 건조탄화

3,000~3,500

당진화력

쓰레기 건조 탄화

3,500~4,500

동해화력

■ 바이오매스 연료별 특징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한국동서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일환으로 CDM사업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사업 등을 주

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동해화력 태양광 발전사업을 세계 최초로 태양광 발전부문 UN CDM에 등록

하였고, 당진화력 소수력 발전사업을 단일 설비로는 최대규모인 5MW급으로 2009년 8월 UN CDM 등

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 사업은 2007년 5월 호남화력 고압인버터 설치를 

시작으로 2008년 9월 당진화력 신기술 발전, 2009년 11월 일산열병합 HRSG 배열회수, 울산화력 GT 배

열회수, 2010년 일산열병합 연료전지를 등록 완료하였으며 울산 하이브리드 SCR은 2011년 12월에 등록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속추진

201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하에서 감축목표를 부여받는 관리업체의 신규 

KCER 사업등록은 불가해졌습니다. 또한 국제 탄소 배출권가격 하락 등 시장의 불확성이 증가하고 있고 

UN이 신규 CDM의 등록을 2012년말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2013년 부터의 신규 CDM은 최빈국가

들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CDM 사업의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과는 별도로 동서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성공적 목표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특히 울산화력의 구형 중유화력을 신규 복합으로 대체하는 건설사업이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온

실가스 배출량이 60만톤 가량 감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 바이오매스 혼소확대

동서발전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단기대책으로 기존 석탄화력에 바이오매스 

연료 혼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화력을 대상으로 우드칩, 우드펠렛 및 RDF(Refuse Derived 

Fuel) 혼소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사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당진화력에 대해서는 지자체 하수처리장

에서 처리되는 하수슬러지의 혼소 시험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당진 소수력 UN CDM등록(UNFCCC)

■ 배출권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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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연료전지 1단계 2010. 04 6,476

일산 연료전지 2단계 2011. 11 7,216

울산 Hybrid SCR 2011. 12 4,749

동서발전 업종평균 전체평균

81.66

54.33 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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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배출권 모의거래 시행

한국동서발전은 기후변화협약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발전그룹사 및 전력거래소와 함께 발전부문 온

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변화협약 공동대응,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시스

템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시행,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기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서발전 액션플랜에 따라 발전사 최초로 SK그룹과 연계한 배출권 모의거래를 2010년도 

10월 시행하였으며, 2011년에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 본격도입에 대비한 지경부 주관의 시범거래에 참여

하였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체계적 이행

동서발전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하에서 목표를 부여받는 관리업체(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정부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가는 제도로 배출권거래로 이행하기 전의 준비단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동서발전은 본 제도의 시행에 앞서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대

응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제도시행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2011년은 2012년 

목표설정 및 이행을 위한 제반 시스템 구축단계로 2007~201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

량 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검증기관에 검증후 6월에 환경부 온실가스 등록센터에 제출하였습니다. 9월

에는 목표결정을 위한 협상을 정부대표와 시행하였고 12월에는 목표이행을 위한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

하는 등 정부스케줄에 맞추어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최소화 노력

환경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한국동서발전은 유연탄, 무연탄, 중유, LNG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발전연료 사용에 따

라 필수불가결하게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저감설비 운영 및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관련 추진실적

1단계
2006~2009년

2단계
2010년

3단계
2011년

에관공 주관

배출권 모의거래

발전사, LG화학,

SK에너지 등

동서발전* - SK그룹간

배출권 모의 거래

*거래제 제안 및 Scheme

자체 설계

동서5개사업장, 

SK 6개 계열사

지경부 주관 배출권

시범거래(2011.7)

배출권거래 해외전문가

교육(2011.10)

목표관리제 대상

관리업체

배연탈질
설비

터빈실옥내화

복수기 변압기

발전기

취수구

배수구

폐수

배연탈황장치

석고저장소
유효이용

석탄회
저장소

석탄

석탄선

밀폐형양탄기 상탄기

호안

회처리장

살수장치 저탄장

전기집진장치 석탄회

석탄회석고

배연처리장치

배연감시 보일러옥내화 안전변소음기

종합폐수처리장치

개폐장치 송전철탑 가정/공장

소음방지 주변환경과의 조화 배연감시 황산화물/먼지 제거 질소산화물 제거

자원재활용

수온감시

배수의 정화 배수감시

석탄비산방지

발전용수 석회석 수산화마그네슘 화학약품

12,417천톤 316.7천톤 46.8천톤 17.1천톤

구분 석탄회 탈황석고 폐수

발생량 2,122천톤 420천톤 2,809천톤

재활용량 1,368천톤 405천톤 1,180천톤

재활용율 64.5% 96.4% 42.0%

■ 발전용 연료

유연탄 15,958천톤

무연탄 781천톤

중유 708천㎘

경유 14.5천㎘

LNG 1,622천톤

■ 대기 배출

SOx 13,311톤

NOx 28,050톤

먼지 671톤

CO2 41,013천톤

■ 전력생산

발전량 53,637GWh

송전량 51,116G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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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적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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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기 오염물질은 보일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먼지 등이 있고, 수질 오염

물질로는 유기성 오염물질과 부유물질 등이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엄격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오

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탈황, 탈질, 집진설비 등 최첨단 대기오염 방지시설

과 발생되는 폐수 처리를 위한 종합폐수처리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소 후 발생된 석탄회는 시

멘트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은 전기집진기, 탈황설비에서 대부분 제거

되고 배출허용기준(0.1mg/Sm3)의 10% 이내로 배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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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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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CBs)의 처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의 처리는 바젤협약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는 변압기 

절연유로써 PCBs 근절을 위한 자발적 이행계획에 따라 점차적으로 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도까지 501톤의 PCBs 함유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사용현황 

발전소에서는 발전설비의 부식방지와 순수생산, 폐수처리 등을 위해 30여 종의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

습니다. 한국동서발전에서는 화학물질 사용량을 절감시키기 위해 하이드라진 무주입 시스템 및 산소처

리법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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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배출정보를 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환경감시시스

템과 연동하여 굴뚝배출정보,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현황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사고 대응

한국동서발전은 환경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유형별 환경사고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매년 유독물 유출대응 모의훈련과 유류누출 모의훈련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방제선을 위탁 배치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유류, 폐기물, 유해물질 유출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Cleansys 

해양오염방제 모의훈련

■ 대기오염 저감설비 현황 

*SCR : 선택적촉매환원법, SNCR : 선택적비촉매환원법

구분

배연탈황설비 탈질설비 집진설비

(황산화물 저감) (질소산화물 저감) (먼지 저감)

설치수 설비형식 설치수 설비형식 설치수 설비형식

당진화력 8 습식석회석 석고법 8 SCR 8 전기집진기

울산화력 3 습식석회석 석고법
3 SCR

6 전기집진기
2 SNCR

호남화력 2 수산화 마그네슘법
2 SCR

2 전기집진기
2 SNCR

동해화력 2 노내탈황 - - 2 전기집진기

■ 바젤협약에 의한 폐기물 처리 현황

처리기간 처리량(톤) 처리국가 처리비용(억원)

'05.09~'06.04 25.12 프랑스 0.85

'07.01~'07.08 10.81 벨기에 0.51

'09.01~'09.12 54.55 한국 0.26

'10.01~'10.12 65.98 한국 0.32

'11.01~'11.12 344.55 한국 1.91

합계   501.01 3.85

구분 단위 2009년 2010년 2011년

발전량 GWh 50,190 54,135 53,637

화학물질 사용량 톤 19,475 12,625 17,130

원단위 사용 톤/GWh 0.388 0.233 0.319



56  2012 Sustainability Report 57

저회 재연소 폐자원 활용기술 적용

보일러 하부에서 발생하는 저회는 미연탄소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보일러에 재투입하여 완전연소를 

시키는 기술을 당진 9, 10호기 건설사업에 설계반영하여 저회발생량을 줄이고 이에 따라 회사장 수명연

장 및 연소용 유연탄의 사용량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원료 사용현황

한국동서발전은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회, 석고, 폐유 등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수익 

창출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수요처의 다변화, 연구개발 지속추진, 신규용도 발굴 

등 지속적인 재활용 증대와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수사용 및 폐수재활용 현황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용수는 사업소 인근 강 및 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보일러 급수, 기기냉각

수, 탈황설비의 탈황용수 및 기타 음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발전소에는 발생된 폐수를 물

리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종합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발생된 폐수는 공정수로 재사용되거나, 바다

로 방류하게 되는데 이때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낮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시 공정개선과 신기술

을 적용해 폐수발생을 저감시키거나 재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물 부족현상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습니다. 2011년도에는 118만톤을 폐수를 재이용하였습니다.

환경영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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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하기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주변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

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행사

한국동서발전 임직원은 환경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연정화활동, 1사 1연안 가꾸기, 야생동물 먹이주

기 등 다양한 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 인근의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녹

색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전기생성과 같은 과학원리를 실험을 통하여 알기 쉽게 이

해하도록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소식지를 발전소별로 발간하여, 지역사회와의 소통

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분 결연 활동횟수(회) 활동인원(명) 지원금액(천원)

푸른산하 가꾸기 12개 山河 30 623 12,102

환경보전활동 52 887 84,441

구분 단위 2009 2010 2011

석고재활용 천톤 425 414 405

석탄회 재활용률 % 65.7 58.0 64.5

재활용 판매 부대 수익 천원 107.0 77.9 77.5

■ 석탄회 및 탈황석고 재활용 현황
구분 조사기관 조사항목 조사기간

당진 #1~8
(주)한국종합기술

온배수 확산, 대기질, 소음, 토양, 해양수질·저질, 해양생태계, 

농작물, 육상식물, 친환경적 자원순환

’94.07~’17.12

당진 #9~10 ’09.10~’21.06

■ 발전소 사후환경영향평가

사업소 용수사용량(톤) 취수 공급원

당진화력 6,583,411 보령댐, 삼봉호

울산화력 1,715,055 낙동강

호남화력 1,200,906 주암댐

동해화력 263,148 달방댐

일산열병합 2,654,611 한강

합계 12,417,131

■ 사업소별 취수량 및 용수사용량

연도 발전량(GWh)
용수 폐수

사용량(천톤) 원단위(톤/GWh) 처리량(천톤) 재활용량(천톤)

2009 48,383 8,995 185.9 2,266 1,276

2010 54,136 11,821 218.4 2,570 1,197

2011 52,650 12,417 235.8 2,885 1,181

■ 용수사용량 및 폐수 재활용량

회처리장
불필요

보일러

미분기

저회저장소1 저회저장소2

급탄기

저탄장

저회이송(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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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Value Creator

희망 가득한 내일을 위해 한걸음 먼저 내딛겠습니다 

전기를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한국동서발전(주)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며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차별화된 기술과 경쟁력 강화에 기반을 둔 가치창출 경영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힘차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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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전력공급

전력수급 위기대응 노력강화

2011년 9월 15일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남긴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

의 발전설비 효율 및 송배전 손실로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던 전력그룹사의 명예와 자부심이 

훼손되었습니다. 비록 동서발전을 포함한 발전사들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순환정전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없었지만 전력그룹사의 일원으로서 향후에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전력수급위기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피크기간 중 24시간 비상근무팀을 가동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위

기대응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용량확보 및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감축을 위해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인 신울산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신규 발전설비 적기건설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국가적 설비확충 요구에 따라 당진 9,10호기(2,000MW)를 2016년 종합 준공을 목

표로 건설하고 있으며, 노후화되고 고원가 발전소인 울산 중유화력(#1~3)을 폐지하고, 저탄소 고효율 발

전인 울산 #4복합발전소(950MW)를 2014년 준공예정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첨단 발전설비 점검 프로세스 운영

미래형 설비 감시시스템을 활용하고 풍부한 기술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기법과 최신 정비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설비의 상태에 따른 최적의 운전 

및 정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운전원들의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1차 

모니터링 외에도 발전설비 운전감시 시스템에 인공지

능형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설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여 예측경보를 울림으로써 대형 발전설비사고

를 예방하는 2차 모니터링, 여기에 본사 POMMS 센

터에서의 감시를 통해 불시 고장방지를 위한 3중 감

시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설비감시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설비운영을 가능토록 하

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솔루션 자체개발로 설비고

장 및 성능저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가동률 및 고장정지율

동서발전 고유의 운전감시시스템과 운전상태 다중감시체계 구축으로 설비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발견하

여 복구하고, 고정 예지된 설비의 원인분석을 위한 진단기술을 축적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수준보다 월등

히 우수한 가동률과 고장정지율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계획예방정비 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공기단축 및 정비주기 장주기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설

비 가동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정비일수를 12.5일의 세계 최단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립을 위한 자체 엔지니어링 확대

동서발전은 그동안 발전설비 원천설계를 대부분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발전소 운전과 관리역할을 주로 

담당하였으나 회사의 기술경쟁력을 한단계 높이고 해외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진 제2소수력발

전, 동해 30MW 바이오매스 발전 자체설계 등 엔지니어링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체계

*EPC :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동서발전전력거래소, 한전, 정부

발전소

EPC
전력수급계획 건설관리

설비최적운영

전력공급 설계, 기자재구매 건설공사

■ 전력수급 위기대응 체계

전력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신속한 고장복구를 위해 긴급복구팀 편성(정비부서 합동)

발전현장 다중점검을 위한 특별점검 Patrol조 운영

설비별 책임자 지정운영

전력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재정비(관련기관간 연계성 제고)

전력그룹사 Hot Line 신설(동서↔전력거래소)

유사설비 발전소와 정비예비품 상호융통 및 공유

발전소 운영요원 교육강화(전문교육 필수이수)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시행(11월)

중대 고장사례 전파·공유

추진방향

제도정비

시스템개선

교육강화

예측진단파트

발전소 중앙제어실

운전원

본사 POMMS Center

1차

감시체계

2차

감시체계

3차

감시체계

■ 발전기 가동률 및 고장정지율 글로벌비교
   (단위 : %) 

*NERC(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

글로벌기준(NERC*) 동서발전(2011년)

93.76

85.7

가동률

0.45

7.49

고장정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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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수급 미래성장사업

동서발전의 전체 비용 중 연료구입비가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연료수급이 중요합니다. 동서발전은 

공급원 다변화와 적정재고 유지를 통한 연료수급 안정화 노력뿐만 아니라 연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도 

함께 병행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연료수급 노력

동서발전의 연료공급원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 2개국으로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정공급원에 의한 의존도 축소로 공급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원을 미국, 러시아 등으로 더욱 확

대하여 수급 안정화 및 가격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재고관리시스템, 배선관리시스템 등

을 활용한 적정재고 관리를 통해 연료수급 안정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발전사 최저 연료비원가 달성으로 저렴한 전기공급 구현

연료비의 지속적인 상승 및 전기요금 규제에 따라 원가이하의 전력공급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책이 요구가 더욱 커짐에 따라 동서발전은 연료비 절감노력을 이전보다 더욱 확대하

였습니다. Self-Blending을 통한 연료가격 절감, 연료운반 전용선 활용을 통한 운임비용 절감, 석탄의 혼

탄 경제성 프로그램 개선등의 노력을 통해 발전사 중 가장 낮은 연료비원가를 구현하여 물가상승 요인

을 완화시켰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주요 신재생에너지원

유연탄 무연탄 LNG 유류

15,923천톤 802천톤 1,607천톤 736천톤

■ 주요연료 사용량(2011년)

수급안정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실시간 

저탄관리

(CCTV)

배선관리

시스템

GPS송수신

추적시스템

■ 연료수급 감시체계

광전효과를 응용한 태양전지

태양광발전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이용

연료전지

풍차 회전력을 전기로 유도

풍력발전

목질계 바이오연료를 활용

바이오매스

밀물과 썰물의 흐름을 이용

조류발전

음폐수 가연성가스를 활용

바이오가스터빈

소규모 댐을 활용한 수력발전

소수력발전

가연성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

폐기물(RDF, RPF)

단계별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 Self Blending을 통한 연료비절감 도식

일반 저열량탄 일반 규격탄 Self Blending

일반공급자 동서발전 

공급자 이윤 공급자 이윤 당사 이윤

중열량탄

A

고유황탄

C
A, B, C, D 탄

개별구매 

+ + +

초저열량탄

B

저유황탄

DBl
en

di
ng

Bl
en

di
ng

단일 탄종만으로는 사용 불가한 

규격외탄을 각각 구매하여 적정 

상대 탄종과 발전소에서 자체 

혼합, 규격화하여 사용

Self 
Blending

구분 발열량(NAR)

고열량 5,500이상

중열량 5,100~5,500

저열량 4,600~5,100

초저열량 4,600이하

인니
중열량
NAR
5.300
50%

인니
초저열량

NAR
3.900
50%

저열량
NAR 4,600

역량강화

태양광 : 13.95MW

육상풍력 : 13.8MW

연료전지, 소수력 : 10.2MW

기반구축 

태양광 : 50.4MW

육상풍력 : 164.4MW

연료전지 : 8.2MW

소수력 : 8.0MW

해상풍력 : 11.4MW

바이오 : 59.5MW

단기
2010년~2012년

중기
2013년~2015년

장기
2016년~2022년

성장동력 

태양광 : 50.4MW

육상풍력 : 427MW

연료전지 : 80.8MW

해양에너지 : 142MW

해상풍력 : 757.1MW

바이오 : 96.9MW

2022년 신재생에너지 국내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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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사업

연료전지 발전설비

일산 열병합발전소 구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고효율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단계별로 건설하여 총 

5.2㎿급을 운영 중에 있으며 설비 가동 시 발생되는 열을 회수하여 인근의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회사 최초로 신기술 연료전지부문 O&M 기술이전 추진을 통한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로 향후 

국내외 연료전지 사업개발 및 O&M 사업 진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동해화력 구내 주차장 및 자재창고 옥상(1MW), 당진화력 터빈건물 옥상(1MW), 당진시 폐기물 매립시설 

지붕(1.3MW),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화물창고 지붕(2.3MW)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환경훼손이 없으

며 가중치가 높은 Root-top 형식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RPS 의무공급량 

이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RPS사업으로는 국내 최대용량을 자랑하는 르노삼성자동차 20MW급 

태양광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사업개발 및 건설·운영 분야에 풍부한 기술력 축적뿐만 아니라 민간 태

양광 전문업체와 공동개발로 침체된 태양광 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건설

Grid Parity에 근접한 육상풍력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주풍력 1단계(16.8MW)를 착공하여 친환경

적인 풍력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 경주풍력 2단계(20MW), 강릉 대기리 풍력(24MW), 대성산 풍력

(34MW) 정선 임계풍력(50MW) 등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해권역 3MW 풍

력발전 R&D과제, 지식경제부 2.5GW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등에 참여하여 국내 육·해상 풍력산업 기

술개발에 기여하고, 풍력사업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술자립 및 사업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 

단순 매립�소각되는 폐목재 및 수거비용이 높아서 산림에 버려지는 임지잔재를 활용한 국내 최대용량의 

동해 30MW급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당진화력 및 동해화력에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설비 구

축, 세계 최초·최대용량의 음폐수를 이용한 수도권매립지 5MW급 바이오 가스터빈 발전설비 건설을 추

진함으로써 RPS의 의무이행비용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수력 및 조력 등 해양에너지

조류발전의 국내 기술력 향상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R&D사업을 추진하여 울돌목 해역에 

아시아 최초의 1MW급 시험조류발전소를 건설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용량 조류발전소(14.5MW)의 사

업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화력 발전소 냉각계통을 통해 바다로 보내지는 해수 방류수를 활

용한 5MW 소수력발전설비를 준공한데 이어 2단계로 3MW 소수력 발전설비 건설 중에 있으며, 254MW 

아산만 조력발전소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해양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폐기물에너지

생활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 중 매립�소각되는 폐자원의 자원재순환을 통해 생산된 

SRF(Solid Recovery Fuel)를 이용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삼척 100㎿급 SRF 발전소, 수도권매립지 22㎿

급 SRF 발전소 및 원주 20㎿급 SRF 열병합발전소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 이행 및 환경편익 증대의 복합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한국동서발전은 풍력 및 소수력발전 등 해외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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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대표적 사업으로 필리핀 현지회사인 Alternergy와 함께 Philla 등지에서 8개 풍력발전단지(280MW)

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풍력발전사업 진출은 필리핀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이후 추진되는 최초의 신

재생분야 민자발전사업으로, 한-필리핀 양국정부의 공동지원을 통한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몽골 Salkit 풍력발전과 필리핀 Langogan 소수력 발전사업도 함께 추진함

으로써 글로벌 그린에너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척 SRF 발전

필리핀 풍력

용량 : 280MW

지분 : 50%

위치 : 8곳

투자 : 4.5억불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가격이 

화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가격과 같아지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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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해외 발전사업

동서발전은 국내 발전사업 수행을 통해 습득한 세계적 수준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관련 전문기술을 활

용하여, 회사의 신성장동력인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해외 민간발전사업에 참여하고자 적극 노력

하고 있습니다. 2011년은 회사의 해외사업 영역을 가장 크게 확대한 한해로서 자메이카 국영 전력공사 

자산인수, 캘리포니아 천연가스 발전소 인수 및 인도네시아 석탄화력 건설사업 수주 등 수익성 있고 굵

직한 사업성과들을 창출해 냈습니다.

해외사업 중기계획

* BOO(Build-Own-Operate) : 건설, 운전, 운영

* O&M(Operations & Maintenance) : 설비운전 및 정비★ 운영중인 설비

NO 사업명 용량(MW) 유형 사업파트너

1 자메이카 전력공사(JPS) 지분인수 사업 636 M&A Marubeni, JPS

2 미국 바이오매스 및 내연기관 발전설비 

운영사업

71
M&A EWP

3 94

4 아이티 디젤발전 사업 30 BOO E-POWER S.A.

5 필리핀 풍력발전 사업 206 BOO AVPC

6 필리핀 Cebu 유동층발전소 O&M 사업 200 O&M KSPC

7 괌 Cabras #3,4 디젤발전 PMC 사업 80 O&M GPA

8 호주 Cockatoo사 지분투자 사업 - 지분투자 SK, 포스코 등

9 마다가스카르 Ambatovy 유동층발전 운전용역 135 시운전 한전KPS

10 칠레 Campiche 석탄화력 시운전 용역 사업 240 시운전 포스코건설

구분 개발현황 준공(예정)일

태양광

1.0MW 동해화력 태양광발전★ 2006.09

1.0MW 당진화력 태양광발전★ 2010.09

0.1MW 호남화력 태양광발전★ 2011.01

0.5MW 울산화력 태양광발전★ 2011.03

1.3MW 당진 폐기물매립장 태양광발전★ 2012.02

2.3MW 광양부두공단 태양광발전★ 2011.12

12.7MW 삼성자동차 태양광발전 1단계 2012.06

0.7MW 당진화력 자재창고 태양광발전 2012.09

7.3MW 르노삼성차 태양광발전 2단계 2012.11

1.0MW 독립기념관 태양광발전 2012.11

1.3MW 수원월드컵 경기장 태양광발전 2012.11

1.0MW 울산방어진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2012.11

풍력

16.8MW 경주 풍력발전 2012.08

3MW 서해권역 적응형 풍력발전 개발 2012.10

24MW 강릉 대기리 풍력발전 2013.05

20MW 경주 청학 풍력발전 2013.08

50MW 정선 임계 풍력발전 2013.12

40MW 포항 성법령 풍력발전 자원조사중

20MW 영천 보현산 풍력발전 자원조사중

20MW 포항 장기곶 풍력발전 자원조사중

20MW 태백 가득산 풍력발전 자원조사중

20MW 양산 원효산 풍력발전 자원조사중

20MW 양산 염수봉 풍력발전 자원조사중

해양에너지

1MW 울돌목 시험조류발전★  2009.05

48MW 울돌목 조류발전설비 추진중

254MW 아산만 조력발전 2019.12

소수력
5MW 당진 소수력발전 1단계★ 2009.12

3MW 당진 소수력발전 2단계 2014.03

연료전지

2.4MW 일산 연료전지 발전(1차)★ 2009.09

2.8MW 일산 연료전지 발전(2차)★ 2011.03

2.5MW 일산 연료전지 발전(3차) 2012.11

2.5MW 울산 연료전지 발전 2012.11

1.0MW 대산산업단지 연료전지 발전(실증) 2012.12

바이오에너지
30MW 동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2013.03

5MW 인천 바이오가스터빈 발전 2013.05

폐기물

100MW 삼척 SRF 발전 추진중

20MW 원주 SRF 발전 추진중

22MW 수도권 RDF 발전 추진중

■ 운영중인 해외 발전사업

■ 신재생에너지 추진 프로젝트

·미국 바이오매스 및 

가스발전자산 인수 사업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인수

·사업다각화 : 입찰 및

                   (시)운전 용역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

·운영사업 매출 극대화

·대규모 신규사업 개발

(Greenfield) 

·투자사업과 연계한 O&M

사업 수주 확대

·자원개발 사업 확대

성장단계

2009년~2011년

도약단계

2012년~2013년

성숙단계

2014년~2015년

글로벌 IPP

목표 지분용량('15) : 2,000MW

목표 지분용량('12) : 1,000MW

지분용량('10) : 22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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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연구개발

해외 자원개발

동서발전은 날로 치열해지는 자원확보 경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원개발 전문회사 및 광산개

발 관련업체와 전략적 제휴와 지분투자, 직접개발 등 다양한 투자방안을 검토하여 해외사업과 연계한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12월에는 한전과 공동으로 호주의 광산개발 전문기

업인 코카투社의 지분을 성공적으로 인수했으며, 2009년에는 지분율이 6.3%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코카투사로부터 연간 200만톤의 발전용 유연탄, 연간 50만톤의 발전용 무연탄에 대한 선매권을 갖게 되

었으며 한국에서 도입하는 발전용 석탄에 대해 평균 0.5%의 수수료를 수취권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GAM 유연탄 광산지분 20%를 인수하여 연간 200만톤을 추가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개발단계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 대비한 환매권 보유로 

리스크 저감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향후에도 발전연료의 안정적인 도입과 연료비의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

해 적극적인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한국동서발전은 기술력의 세계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핵심역량을 키워갑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능동적 과제발굴 형태로 R&D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술경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Global 녹색성장 기술역량 확보를 위하여 가치창출형 4세대 R&D를 적극 추진하고 있

습니다. 또한, 2008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을 받음으로써 발전산업분야의 연구개발을 선

도하고 있습니다. 

R&D 현황 

사내 연구개발 경진대회와 R&D과제 국민공모제 시행 등을 통해 “피부에 와 닿는 R&D” 수행을 위해 ‘발

전소 고장정지 Zero化 Plan’을 수립, 분야별 현안문제 해결을 통한 비계획손실 방지 및 외자구매현황 분

석을 통한 핵심부품 국산화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 전문화와 국내연구기

관 및 미국전력연구원(EPRI)과의 교류를 통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연구개발 품질향상 및 

정보교류를 위해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R&D 사외 전문가 Pool’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시너지 제고를 위하여 사내 33명의 Tech Solu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발전소 운전 및 정비 업무종합시스템인 ‘발전설비상태진단감시설

비(POMMS)’을 개발하였으며, “미래가 보이는 R&D” 수행을 통한 저품질 연료이용 기술 선점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로 RPS 및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R&D 성과 

한국동서발전은 실용화 연구뿐만 아니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적극 투자함으로써 총 

30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704억 원의 정비 및 구매비용을 절감하였고 향후 수익 증

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확대와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기술혁신경영대

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국내 최초로 ‘복합화력 주제어설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여 정부로부터 전력

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발전기제어시

스템에 대한 고장진단 및 예측정비를 제공하는 방법’ 등 총 151건의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였고, 이중 31건

은 기술수요기업에 이전하여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1회 R&D 경진대회

■ 한국동서발전 산업재산권 확보 현황

구분 특허 실용신안 국제특허 상표 서비스표 합계

건수 105 23 1 13 9 151

■ 연구개발비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구개발비 225억원 239억원 252억원 280억원

■ 2011년도 수주 실적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캘리포니아

자메이카

칠레

인니 남부 칼리만탄
Kalsel-1 IPP 입찰사업

·200MW

·35% / 70MW

·414억원

칠레 시운전 사업 확장
(산타마리아, 캄피체 등)

·350MW/242MW

·시운전용역

·54억원

인니 동부 칼리만탄 GAM
유연탄 광산 지분인수

·GAM 지분 20% 인수

·개발물량 국내 도입
고열량탄(4,757kcal/kg):1억톤

저열량탄(3,465kcal/kg):5억톤

미국 캘리포니아 CPH
가스발전소 인수 운영

·94MW

·100% / 94MW

·115억원

자메이카 전력공사
(JPS) 지분인수

·636MW(발전, 송전, 배전)

·40% / 254.4MW

·5,075억원

자메이카 360MW IPP
개발사업

·360MW

·40% / 144MW

·1,414억원

범례

설비용량

지분율/지분용량

연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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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

한국동서발전은 ‘글로벌 Top10 에너지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조 혁신

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사업다각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경영시스템 선진화로 전략

실행을 뒷받침 하고자 합니다. 

경영지표 

한국동서발전의 2011년도 전력판매량은 전년도 522억kWh보다 0.2% 감소한 511억kWh를 달성하였으며, 

전체 매출액은 전기 판매단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한 4조 8,13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일수 단축, 연료 구입비 절감 등 혁신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환율 상승 등 외부 경영환경 요인으로, 전년 대비 1,220억원이 감소한 1,95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습니다. 

경제적 성과배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품질의 전기공급으로 한 해 동안 창출한 총수익은 임직원·협력사·채권자·주

주·지역사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형태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2011년 연료 구입과 수선유지 등을 위해 협력사에게 지출한 금액은 40,450억원으로 발전설비 유지보수

와 개선 등에 필요한 자재구매와 석탄, 중유, LNG 등 연료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비

2011년 급여·퇴직급여·복리후생비 등 임직원에게 지출한 인건비는 총 1,86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급여

는 1,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 감소하였으며, 퇴직급여는 전년에 비해 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

편,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23억원 증가한 249억원입니다. 

사회공헌 지출

2011년 사회공헌 지출금액은 80억원이며, 이 중 약 75억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지역 지자체와 각 발전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과 매칭그랜트를 통해 약 5억원이 사회공헌 활동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소득증대사업 1,488 4,027 2,786

공공시설사업 6,714 1,415 1,518

사회복지사업 1,497 1,161 961

육영사업 2,689 2,950 2,241

기타 800 533 515

합계 13,188 10,086 8,021

세금

2011년 납부세액은 없으며 전년에 비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그동안 세법상 비용으로 인

정받지 못하던 퇴직급여 한도과액 등이 일시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바람에 납부할 법인세가 없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법인세 106 528 0

지방세 66 55 29

합계 172 583 29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급여 1,362 1,440 1,434

퇴직급여 96 190 186

복리후생비 187 226 249

합계 1,645 1,856 1,869

주주환원

2011 회계연도 성과에 대해서 2012년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694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현금배당 512 725 694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설비투자 30,434 34,955 40,450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억원) 39,232 44,473 48,130

영업이익(억원) 2,678 3,185 1,956

당기순이익(억원) 1,705 2,416 992

자산(억원) 44,822 45,192 56,865

부채(억원) 19,226 17,695 22,947

자본(억원) 25,596 27,497 33,918

부채비율(%) 75.1 64.4 67.7

배당금액(억원) 512 725 694

주당배당금(원) 832 1,281 1,226

■ 경제적 성과배분
    (단위 : 억원) 

0 80

577
694

1,869

40,434

정부 지역사회 채권자 주주 임직원 협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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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우선 동서발전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본 보고서가 GRI G3.1 보고서 적

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이슈인 경제성과, 환경성과, 사회성과가 충실하고 짜임

새 있게 잘 표현 되어 있는지, 핵심 이해관계자와 핵심이슈가 가감 없이 잘 분석되고 정리 되었는지를 중

심으로 검토 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보고서를 보면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동서발전의 열정과 노력

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제성과에 있어서는 매출액 기준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낸 실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혁

신 활동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인상적입니다. 탄탄한 경영실적과 함께 제시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으로

의 진출 등 녹색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내용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특히 동서발전이 추구하는 Global 

Top 10 에너지 회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

력 확보 방안에 필수적인 R&D 투자 계획이 경영전략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표달성을 위한 경

영진의 굳은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환경성과 분야에서는 온실가스나 환경오염에 취약한 발전 산업의 특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넘어 

발전분야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전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차

원 높은 녹색경영을 실천함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CEO부터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녹색경영체계를 구

축하고, 높은 수준의 녹색경영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행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돋보입

니다. 금년도에 기후변화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녹색투자, 발전효율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그 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어 대외적

으로 서서히 인정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 사용에 따라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저감설비 및 환경감시시스템을 운영하

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성과 분야에서는 협력업체와 파트너십경영을 통해 동반성장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좋

아 보입니다. 특히 전담조직인 동반성장 센터를 운영하여 협력업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지원,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구매 확대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 입니다. 또한 동반성장 

협의체와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생과 나눔을 위한 지역사회 후원활동, 취약계층 자립지원 등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발

전사업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주요 이슈분석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 받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점

을 회사의 전략과 연계하여 동서발전의 지속가능경영이 더 공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전기가 어둠에 불

을 밝히듯이 우리사회에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회사, 고객에게는 사랑 받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 광 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 공학박사



74  2012 Sustainability Report 75

GRI Index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비고

전략 및 분석
1.1 CEO의 지속가능관련 선언문 3

1.2 주요영향, 위험요인 및 기회 16

조직 프로필

2.1 조직 명칭 4

2.2 대표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4

2.3 조직 구조 4

2.4 본사 위치 4

2.5 주요 발전소가 위치한 국가 7

2.6 소유 구조와 법적 형태 8

2.7 대상 시장 4

2.8 기업 규모 5

2.9 조직구조, 소유구조의 변화 4,8

2.10 수상 내역 75

보고매개변수

3.1 보고 기간 1

3.2 최근 보고 일자 1

3.3 보고 주기 1

3.4 보고서와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처 1

3.5 보고 내용 결정 프로세스

3.6 보고 경계 1

3.7 보고 범위와 경계의 제한 1

3.8 합작 및 자회사등에 대한 보고기준 해당사항없음

3.9 성과지표등 데이터 측정 기준 1

3.10 이전 보고서에 제공한 정보의 재조정 해당사항없음

3.11 보고서 범위 및 경계 상의 변화 1

3.12 GRI Content Index 76

3.13 보고서의 검증과 관련된 사항 73

지배구조, 

책임, 참여

4.1 기업 지배구조 8

4.2 이사회 의장과 CEO겸임 여부 9

4.3 이사회 구성 9

4.4 주주와 종업원이 이사회에 조언하는 메커니즘 9

4.5 기업 성과와 이사, 경영진에 대한 보상 간 연계 9

4.6 이사회 내의 충돌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10

4.7 이사회 구성원 자격, 전문성 기준 결정 방법 9

4.8 내부 미션, 핵심가치, 행동강령 및 원칙 11

4.9 이사회의 지속가능경영 관리 절차 10

4.10 이사회의 경제, 환경, 사회성과 평가방법 9

4.11 사전 예방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 및 방식 10

4.12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외부 이니셔티브 75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비고

지배구조, 

책임, 참여

4.13 산업, 국가, 국제기구 가입현황 75

4.14 참여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16

4.15 참여 이해관계자를 식별, 선택하는 근거 16

4.16 참여유형,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16

4.17 이해관계자 핵심주제와 관심사 및 대처 17

경제성과

EC1 직접적 경제 가치 창출 및 배분 70, 71

EC2 기후변화에 따른 활동의 재무적 시사점, 이외 기회와 위험 47, 48

EC3 연금 지원 범위 28

EC4 정부보조금 수혜 실적 해당사항없음

EC5 법정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

EC6 현지 구매정책, 관행, 현지구매 비율 -

EC7 현지 채용절차와 현지인 경영진 비율 67, 68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고위관리자 37, 38, 39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36

환경성과

EN1 원료 사용량 53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56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53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57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50

EN6 에너지 사용절감 노력과 절감량 56

EN7 간접 에너지 절약 56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57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57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57

EN11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토지 해당사항없음

EN12 사업활동으로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57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해당사항없음

EN14 생물 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57

EN15 멸종위기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해당사항없음

EN16 직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49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49

EN18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성과 50

EN19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량 49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53

EN21 폐수 배출 총량 및 수질(배출지별 구분) 57

EN22 폐기물 배출 총량(형태 및 처리방법 구분) 56

EN23 중대한 유출사고 건수 및 유출량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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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비고

환경성과

EN24 바젤협약부속서에 규정된 폐기물량 및 해외반출 비율 55

EN25 폐수 배출수역 및 관련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56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저감 활동과 성과 53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해당사항없음

EN28 환경 법규위반사례 54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환경 영향 -

EN30 환경 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51

사회성과

(노동)

LA1 인력 현황 23

LA2 총 이직수, 이직률 23

LA3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27

LA4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비율 23

LA5 운영상 변화에 대한 최소 사전 공지기간 9

LA6 정규 노사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 31

LA7 부상, 직업병, 상실일, 결근 발생률 및 업무 관련 사망자 수 31

LA8 종업원, 가족, 지역사회 주민의 질병 관리 프로그램 31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31

LA10 연간 인당 평균 교육시간 26

LA11 지속고용과 퇴직 지원 교육 및 평생학습 26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8,9

LA13 이사회 구성 및 종업원 다양성 9

LA14 여성 대비 남성 종업원의 기본급 비율 24

사회성과

(인권)

HR1 인권 조항을 포함하거나 이를 고려한 주요 투자협약의 수와 비율 74

HR2 주요 협력회사, 계약자 중 인권 심사를 해온 비율 및 관련 조치 -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이수 39

HR4 차별 발생 횟수 및 관련 조치 24

HR5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는 발전소 및 관련 조치 30

HR6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발전소 및 관련 조치 74

HR7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발전소 및 관련 조치 74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담당자 비율 -

HR9 원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해당사항없음

사회성과

(사회)

SO1 지역사회에서 사업 운영의 영향을 평가, 관리하는 프로그램 37

SO2 부패 관련 위험이 있는 사업부수 및 비율 20

SO3 회사의 반부패 정책과 절차를 교육받는 종업원 비율 21

SO4 부패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 21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상, 공공 정책 및 로비 참여 30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총액 37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결과 해당사항없음

SO8 법과 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 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해당사항없음

지표 지표내용 페이지 비고

사회성과

(제품)

PR1 제품의 건강안전 영향을 개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르는 주요 제품 비율 53

PR2 고객의 건강과 안전영향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위반 건수 해당사항없음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정보 유형 및 이에 따르는 제품 비율 해당사항없음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건수 해당사항없음

PR5 고객 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21, 22

PR6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법률, 표준, 자발적 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 22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표준 및 규칙위반건수 36

PR8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건수 해당사항없음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해당사항없음

전력산업

추가지표

(EUSS)

EU1 전원별 설비용량 5

EU2 전원별 발전량 4

EU3 전압별 송배전선 길이 해당사항없음

EU4 일반가정, 산업, 상업, 기관 고객 분류 및 개체수 해당사항없음

EU5 배출량 거래시스템 하 배출권 할당분 해당사항없음

EU6 단기, 중기 전력가용성 및 신뢰성 보장 계획 60, 61

EU7 전력 수요관리 프로그램 실시 여부 및 현황 해당사항없음

EU8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R&D지출 금액 및 활동현황 69

EU9 원자력 발전소 조업 중지 규정 해당사항없음

EU10 장기 전력수요 예측량에 따른 전원별 설비 확충 계획 6

EU11 전원별 화력발전 효율성 49

EU12 전체 에너지 대비 송배전 손실률 해당사항없음

EU13 생물 다양성 보호활동 지역의 생태 현황 57

EU14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관리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23

EU15 직군별, 지역별 5~10년이내 퇴직이 예정된 임직원 비율 -

EU16 임직원 및 하청업체 직원의 보건안전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지침 31

EU17 발전소 건설 및 정비운영 하청인력의 근로시간 -

EU18 보건안전 교육을 받은 하청업체 직원 비율 31

EU19 이해관계자의 에너지 수급계획과 발전 인프라 건설 관련 의사결정과정 참여현황 16

EU20 이주민 관련 정책 및 경영방침 40

EU21 재난, 방재대책/위기대응, 긴급복구 관련 교육등 프로그램 54

EU22 프로젝트별 발생한 이주민수 해당사항없음

EU23 전력보급률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정부공조포함) 해당사항없음

EU24 전력수요 소외계층에 대한 전력공급지원 프로그램 해당사항없음

EU25 법적제재를 받았거나, 법정 소송중인 일반사망 혹은 재해사고수 해당사항없음

EU26 송배전망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수 해당사항없음

EU27 전기료 체불로 인한 전력공급중단 가구수 해당사항없음

EU28 발전소 정지 빈도 61

EU29 평균 발전정지 기간 61

EU30 발전원별 발전소 평균 가동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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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글로벌콤팩트 10대원칙 이행사항 주요 수상실적 및 협회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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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ct에 가입하였으며, UN Global Compact가 지향하는 인권, 노동, 환경, 부패의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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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조, 20조

행동강령 제7조

환경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환경비전

환경방침

ISO 14000인증

윤리헌장

윤리강령 제26조

기업은 더 큰 환경 책임강화에 솔선하여야 한다
환경방침

윤리헌장

기업은 환경친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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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내역 수여기관 수상월 비고

여성지위 향상유공 여성가족부 7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진대회 보건복지부 8

Unit of the Year 괌전력청 8

UN 글로벌컴팩트 친환경부문 대상 UNGC 11

동반성장분야 유공기업 지식경제부 11

가입단체 가입근거 및 목적

(사)한국감사협회 최신 감사기법 등 습득 및 정보교류

윤경포럼 사내 윤리문화 정착 및 투명경영체제 확립

제안활동협회 사내 제안ㆍ소집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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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Global Compact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제고

한국플랜트협회 사업개발 관련 정보 획득 및 참여 기회 모색

한국국제협력단 사업개발 참여 기회 모색

한국경영자총협회 입법,행정부 등 최신 노동 동향 적기입수

한국무역협회 무역업무관련 자료 및 정보협조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 관련 업무협의

대한기계학회 학술대회, 강연회를 통한 기계관련 산업의 국내외 동향 파악 

대한전기학회 관련산업계 첨단 학술 및 기술정보교류

한국에너지재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및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효과적시행, 

한국표준협회 선진화된 품질경영기법 도입 및 사내 품질경영 마인드 확산

대한전기협회 발전설비의 신뢰성확보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사항 규정

한국신재생에너지 협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정보교류

한국풍력발전 산업협의회 기업간의 정보교류 및 홍보 및 협력사업공동추진

전력원가협회(EUCG) 해외전력정보 입수

한국프로젝트 경영협회 프로젝트 수행능력 제고

지속가능경영원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한국 CCS 협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활성화

2011 주요 수상실적

협회 및 단체 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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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설문지 

한국동서발전은 본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대해 최대한 공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충실도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작성해 주신 내용은 향후 발간될 보고서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투자자/주주  ② 협력업체  ③ 지역주민  ④ NGO  ⑤ 전력그룹사 임직원 

⑥ 학계  ⑦ 정부 관계자  ⑧ 한국동서발전 임직원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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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견은 Fax(02-3456-8519)나 전자메일(sustainability@ewp.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작성과정

본 보고서는 한국동서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노력 및 성과를 조명하고자 하는

한국동서발전의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G3 가이드라인과 

BSR(B.E.S.T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본사 담당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였으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각 부서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내용은 보고서 발간 전 경영진의 감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가이드라인. 

1997년에 국제적 환경단체연합인 환경책임경제연합(CERES)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합작하여 제작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2006년 10월 개정판 G3버전을 

공식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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