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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한국동서발전은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모든 사업의 의사결정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노력 및 성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열한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와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6가지 이슈를 도출하여 한국동서발전의 지속

가능경영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각 이슈별 이해관계자 인터

뷰를 시행하여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인류사회를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유엔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달성에

기여하는 한국동서발전의 고유한 역할과 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ABOUT THIS REPORT

보고 기준

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핵심적(Core) 부합방식

보고 경계

본사 및 전국 5개 사업장

(당진화력본부, 울산화력본부,호남화력본부

동해바이오화력본부, 일산화력본부)

보고 기간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기준 

보고 주기

매년 보고 (지난 보고서 발간: 2016년 8월) 

문의처

한국동서발전 발전처 기후환경팀

http://www.ewp.co.kr  |  070-500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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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전력수요는 감소되고, 

에너지전환 정책, 신기후체제 및 미세먼지 이슈를 포함한 환경

규제 강화 등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서발전은 국민에게 안정적, 경제적, 친환경적인 전력을 공급

한다는 본업의 사명을 되새김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행복을 함께 고민하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신산업의 기반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속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개발 노력의 성과로 석문바이오매스 발전소 준공과

영광풍력, 경주풍력2를 착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진 e-Dream 

Park, 울산 e-Clean City 등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추진하여 2030년 

까지 5,081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기술 Solution 전문

조직을 신설하였고, 회사의 핵심 기술자원과 최첨단 ICT 기술을 

융복합한 고부가가치 비지니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신기후체제 및 미세먼지 등 국민이 요구하는 

환경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량 270만 톤을 확보하여 국내 발전업종 중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효율 발전소 도입 운영, 

바이오에너지 확대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였고, CO₂ 

분리막 기술 및 탄소활용 고부가 화합물 제조 등 신기술 개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미세

먼지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77%를 저감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환경

설비의 즉각적인 보강과 설비효율 향상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회처리장 목초지 조성, 저탄장 

옥내화, 온배수를 활용한 해양어족자원 보호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고 행복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에너지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 

위대한 회사(Great Company)를 이끌어갈 혁신리더를 육성하고자 

미래대응 혁신력 배양, 인적자원 역량 강화, 조직 응집력 강화라는 

인재개발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미래사업을 

이끌어갈 혁신리더를 육성하고자 직급별 전문성을 고려한 리더십 

교육을 제도화하였으며,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사업소 

북카페 설치 및 EWP 독서경영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대 융합형 조직 활성화 교육을 통해 

조직 응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본사 스마트오피스 문화를 전사업소로 확산하여 동서

발전형 인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업과 소통의 조직 문화를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2007년 이후 11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사회·환경적 영향을 점검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된 6가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동서

발전의 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동서발전이 지역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노력에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5일  

한국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

박 희 성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한국동서발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EO 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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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History

한국동서발전은 2001년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리된 6개의 발전 

자회사 중 하나로, 발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 용량은 11,170MW로 우리

나라 전체 발전설비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된 전기는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한국전력에 판매되어 소비자에게 공급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52,104GWh의 발전량을 기록하였습니다.

회사현황

조직도

한국동서발전 소개

회사개요

1961년 4월 발전사 조선전업과 배전사 경성전기 및 남선전기가 통합되면서, 전기소비를 위한 유통의 전 단계가 한국전력의 

수직통합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한국전력에서 발전

부문이 분리되어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6개의 발전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 중 하나로 2001년 서울 

삼성동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2014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울산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

하였습니다.

간부 총인원직원
인원현황

(2017.6월 기준)
임원

4명 657명 2,313명1,652명

지속가능경영

History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경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7회째 수상

대한민국 상생분야

경제리더대상

2013년 투명경영대상

EUCG(미전력원가협회) 주관 

BEST PERFORMER

괌 전력청 주관 

UNIT OF THE YEAR 선정

EUCG(미전력원가협회) 주관

LONGEST RUN AWARD

제8회 디지털 이노베이션 

3년 연속 대상

최장기간 무고장운전 부문

최우수상

2007 대한민국

기술혁신대상

BSC 명예의 전당 수상

기후변화 경쟁력지수

발전업종 6년 연속 1위 및

CDP 3년 연속 특별상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2년 연속 특별상

대한민국 신성장경영대상 

녹색기술부문 대상

기후변화 경쟁력

우수기업 인증

UN 글로벌콤팩트

친환경부문 대상

제2회 녹색기술대상

2009 KOREA GREEN 

AWARDS 현장부문 대상

소수력 

CDM사업 UN 등록

환경친화기업 및

ISO 14001 인증 달성

태양광 CDM사업 UN 등록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S등급

중소기업 육성 우수기관

대통령표창

2013년 지역기술

인재육성 우수기관 장관상

출산친화정책

국무총리 표창

여성가족부 장관상

보훈청 주관

우수기업 표창

제8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2008 대한민국

기술혁신 경영대상

정부주관 노사문화대상

제32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국가품질명장 및 대통령상 

환경 사회

  

전력

판매량

설립일

2001.04.02

46,620GWh

전력 

판매

수익

사장

공석

41,679억 원

자본금

본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44,790억 원

한국전력공사

100%

89,680억 원

전략자원

개발·발전 사업

42,109억 원

52,104GWh

4,676억 원

총자산

주주구성

매출액

주요업종

당기

순이익

발전량

(별도 재무제표 기준)

한성전기

최초전력사 설립

3사 통합 후 

한국전력(주) 설립

경성전기

조선전업

남선전기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설립

한국동서발전

설립

울산혁신도시

본사 이전 

1898.01 1961.07 1982.01 2001.04 2014.06

사장

상임감사위원

홍보팀 감사실

전략경영본부

발전처
상생

기술처

기획

전략처

인재

경영처
조달처

보안정보

전략처

신성장

사업실

해외

사업실

기술경영본부미래사업단

당진화력
본부

울산화력
본부

호남화력
본부

동해
바이오

화력본부

일산화력
본부

괌지사
경영지원

SSC
발전기술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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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은 한국동서발전의 핵심 발전소로서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각종 최신 

환경오염 방지설비와 환경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500MW급 초임계압 발전소 

1~4호기와 초초임계압 발전소 5~8호기, 국내 최초로 원자력 1개 호기(1,020MW급)에 

해당하는 고효율 초초임계압 발전소 9~10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화력본부

10개

7개

발전기수

발전기수

6,055.6MW

3.275.2MW

설비용량 | 신재생 15.6MW 포함

설비용량 | 신재생 3.3MW

울산화력은 국내 경제성장기에 발생하는 높은 전력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건설

되었습니다. 1960년대 울산이 공업특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971년 1호기 준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력과 

복합화력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일일기동정지(DSS) 또는 주말기동정지

(WSS)발전을 운영하며 전력계통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정연료(LNG)를 사용하는 

울산 4복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화력본부

국내 9.5%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은 5개의 발전소에서 총 11,170MW급의 설비용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되는 연료는 석탄화력(유연탄, 무연탄) 62.1%, 복합화력(LNG) 26.6%, 중유화력 10.7%, 신재생에너지 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사업 현황

세계 최대 용량의 무연탄 순환 유동층 발전소인 동해바이오화력은 별도의 탈황설비가 

없이 탈황이 가능하고, 저온 연소로 질소산화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발전소입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독보적인 무연탄 유동화 연소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연탄 혼소기술, RDF 혼소기술 등 연료수급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연소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용량의 친환경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을 선도

하고 있습니다.

동해바이오화력본부

3개

발전기수 | 바이오매스 발전소 1개 포함

431MW

설비용량 | 신재생 1MW 포함

일산화력은 수도권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된 발전소로 배열회수 

보일러를 적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열을 지역 주민들에게 난방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약 16만 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여 황산화물이나 먼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으며, 저NOx 버너를 설치해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하여 배출하고 있습

니다. 또한, 일산화력 부지 내 미래 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연료전지 발전

설비(8M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화력본부

2개

발전기수

908MW

설비용량 | 신재생 8MW 포함

호남화력은 1973년 중유발전으로 최초 운전을 개시하였으나, 정부의 연료수급 

다변화 정책에 따라 1985년 석탄화력으로 연료전환공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199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수명연장공사를 통해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에 안정

적인 전력을 꾸준히 공급하여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호남화력본부

2개

발전기수

500.1MW

설비용량 | 신재생 0.1MW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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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MW 춘천집단에너지

2.4MW 일산연료전지 (1차)

2.8MW 일산연료전지 (2차)

2.8MW 일산연료전지 (3차)

1,160MW 당진에코파워사업

1MW 당진터빈옥상태양광

0.7MW 당진자재창고태양광

1MW 당진수상태양광

5MW 당진 소수력 (1단계)

3.2MW 당진 소수력 (2단계)

38.9MW 석문집단에너지

30MW 당진 #1, 2 우드펠렛 혼소

25MW 당진 #3, 4 하수슬러지 혼소

20MW 영광풍력 1단계

3MW 영광지산풍력

40MW 영광풍력 2단계

1.3MW 당진폐기물태양광

1.5MW 수원하수처리장태양광

그린바이오매스 (우드칩 공장)

1MW 동해태양광

30MW 동해바이오매스

40MW 동해 # 1,2 BIO -SRF 혼소

0.5MW 울산태양광

0.1MW 울산나눔햇빛태양광

2.8MW 울산연료전지

40MW 울산 #6 바이오중유 혼소

20MW 부산신호태양광

1.1MW 광양항황금물류센터태양광

2.3MW 광양부두공단태양광

0.1MW 호남태양광

1,190MW 북평화력발전사업

16.8MW 경주풍력 1단계

사업명 (SPC)

용량

지분율

준공일

사업파트너

영광풍력 2단계·영광백수풍력발전㈜

40MW

15.0%

2015. 05. 28

유니슨㈜, 금호석유화학㈜
㈜대한그린에너지

사업명 (SPC)

용량

지분율

준공일

사업파트너

영광풍력 1단계·호남풍력발전㈜

20MW

29.0%

2014. 03. 01

㈜디엠에스, F I

사업명 (SPC)

용량

지분율

준공일

사업파트너

당진에코파워사업·당진에코파워㈜

580MW X 2기

34.0%

2022. 03

SK가스㈜, KDB산업은행

사업명 (SPC)

용량

지분율

준공일

사업파트너

석문집단에너지사업·㈜석문에너지

38.9MW+52.2Gal/h (Bio-SRF)

29.9%

2017. 01

국인산업, F I

석문집단에너지사업·㈜석문에너지

38.9MW+52.2Gal/h (Bio-SRF)

29.9%

2017. 01

국인산업, F I

사업명 (SPC)

용량

지분율

준공일

사업파트너

춘천집단에너지사업·춘천에너지㈜

470MW+129.9Gal/h (LNG)

29.9%

2017. 04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F I

사업명 (SPC)

용량

지분율

준공일

사업파트너

북평화력발전사업·㈜GS동해전력

595MW X 2기

34.0%

2017. 05

㈜GS이앤알, ㈜삼탄

사업명 (SPC)

용량

지분율

준공일

사업파트너

우드칩공장 건설 및 운영
㈜그린바이오매스

100,000톤/년

14.0%

2013. 04. 18

㈜경동, 봉황산업㈜

사업명 (SPC)

용량

지분율

준공일

사업파트너

경주풍력 1단계·경주풍력발전㈜

16.8MW

70.0%

2012. 10. 28

동국S&C㈜, 코오롱글로벌㈜

사업명 (SPC)

용량

지분율

준공일

사업파트너

르노삼성자동차 태양광발전
부산신호태양광발전㈜

20MW

25.0%

2012. 12. 21

KC코트렐㈜, F I

석탄화력

풍력

LNG

바이오

연료전지

소수력 태양광

범례

1,993.3 MW + =1,160 MW 3,153.3 MW

운영용량 건설용량 총 용량

※ 우드칩공장 : 100,000톤 / 년

운영 중인 설비

건설 추진 중

국내 신산업
현황

한국동서발전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동시에 미래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신규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0%까지 높여 총 5,081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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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전력공사 (JPS) 운영사업

·설비용량 : 발전 71% (644.52MW),

   송·배전망 100% 

·사업기간 : 2011. 07 ~ 현재

미국 EWP RC 운영사업

·설비용량 : 바이오매스 (58.2MW), 

   천연가스 (94MW)

·사업기간 : 바이오매스 (2010. 09 ~ 현재),

   천연가스 (2011. 05 ~ 현재)

괌 Cabras #3, 4 PMC 사업

• 설비용량 : 80MW (40MW x 2)

• 사업기간 : 2010. 07 ~ 2016.12

운영중 개발중

미국

베트남

남아공

자메이카
미국_괌

동티모르

설비용량_ 90MW

설비용량_ 1,200MW 

설비용량_ 80MW

설비용량_ 10/30MW

설비용량_ 644MW

남아공 
Polokwane 

태양광 사업

베트남 Vung Ang-3 
석탄화력 사업

미국 EWP RC 운영사업

설비용량_ 58MW

바이오매스 발전소

설비용량_ 94MW

천연가스 디젤 발전소

괌 Cabras
#3,4 PMC 사업

동티모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

자메이카 전력공사 (JPS) 
운영사업

자메이카

설비용량_ 190MW

자메이카
가스복합화력 사업

한국동서발전은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미래의 성장력 확보를 위해 자메이카와 미국에서 4개의 발전사업(876MW)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자메이카 등에서 석탄화력, 가스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사업 현황

구분 사업명 용량(MW) 사업형태

운영사업

자메이카 전력공사 (JPS) 운영사업 644 지분투자(40%)

미국 EWP RC 운영사업
바이오매스 발전소 58 지분투자(100%)

천연가스 디젤 발전소 94 지분투자(100%)

괌 Cabras #3,4 PMC 사업 80 PMC

개발사업

인니 Kalsel-1 석탄화력 사업 200 BOOT

베트남 Vung Ang-3 석탄화력 사업 1,200 BOT

인니 가스화력발전 사업 1,000 미정

자메이카 190MW 가스복합화력 사업 190 지분투자

동티모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 10/30 BOO

인니 Kalselteng-3 석탄화력 사업 200 BOOT

남아공 Polokwane 태양광 사업 90 BOT

인도네시아

설비용량_ 200MW

인니 Kalsel-1 석탄화력 사업

설비용량_ 1,000MW

인니 가스화력발전 사업

설비용량_ 200MW

인니 Kalselteng-3 
석탄화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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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VALUE

CREATION

MISSION  -   We Make Energy for HappinessVISION  -   2030 Most Valuable Power Company

BUSINESS
MODEL

신사업 개발, 전원 개발,
전원계획 수립 

step.01
연구개발 & 전략기획

step.02
건설

화력발전소 및
신재생에너지

건설

연료조달

step.03

석탄, 유류,
바이오 등

발전연료 수급

step.04
발전운영

발전설비의 환경적,
안정적,

경제적 운영

step.05

고장 예측 및
예방, 노후설비

보강

설비관리

한국동서발전은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산업의 트렌드와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발전소 건설, 연료조달, 발전운영 및 설비관리의 

사업 전 과정을 통해 동서발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가고 있습

니다. 

EWP 가치창출
프로세스

친환경 발전소 운영

13%  감축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량 누계 270만 톤

·기후변화 경쟁력지수 발전업종 1위 

·대기배출농도 전년 대비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

4.03점

·교육훈련 참여인원 38,586명

·유연근무제 활용인원 812명

·안전문화 성숙도 종합등급

지역사회 행복동행

AAA등급

·소외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1,613가구

·일자리 창출 14,133개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지원금 기탁 2.65억 원 

·지속가능경영지수

미래성장 동력 강화

244억 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42MW
·자메이카 전력공사 당기순이익 240억 원

·풍력발전소 연간 매출수익15.8%

01. 02.

03. 04.

05. 06.

안정적 전력 공급

·고장정지율 0.062%
·연료 공급원 다변화 7개국

·영업이익률 증가

협력회사 동반성장

12,353억 원

·조선기자재협력기업 상생협의체 구축

·연구개발 협력펀드 172억 원 조성

·중소기업 해외 수출액

첨단 ICT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저탄소 에너지원

공급 증가

수요자 근접형

발전기술

신기후체제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발전사업

경쟁력 강화

EWP
전략방향

MEGA TRENDS

Values Created

미래성장사업

창출

핵심역량

강화

지속가능

경영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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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P
지속가능경영 환경

한국동서발전은 전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국내외 에너지 

시장의 환경 및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경영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고 있습니다.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 최첨단기술 개발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가고 있으며, 친환경 발전소 운영으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임직원의 고충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으로 요구

되는 기업의 책임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에너지 수요는 Non-OECD 국가가 견인

신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

국내 민자사업자 시장점유율 상승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 

ICT 기반의 발전산업 4.0 시대 진입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의하면 2040년까지 Non-OECD 국가들은 빠른 

경제성과와 인구증가로 에너지 수요가 71%로 크게 증가하는 반면 OECD 

국가들은 18%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해외 발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치 대비 37%, 발전부문은 19.4%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한국

동서발전은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확대, 발전효율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선제적 리스크 예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야 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고유한 책임을 가지고 

지역주민 상생활동 및 안전보건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민자사업자의 발전시장 점유율이 현재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 국내 민간 사업자 설비용량은 2014년 대비 111% 증가하는 반면, 

발전 공기업 설비용량은 9%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

발전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핵심기술 및 에너지 신산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내 정부-에너지 기업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2030년

까지 2015년 대비 오염물질 50%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동서

발전은 환경설비 성능개선 및 고효율 설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및 정부의 부패척결 기조 등에 따라 국민들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동서발전은 청렴·인권교육, 윤리규범 제정 등을 통해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IoT, 빅데이터, AI 등 최첨단 기술과 산업간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Industry 
4.0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웨어러블 기기, 드론, VR 

가상고장 모의훈련 시스템 등 발전소 현장지식·경험 및 운전정보를 ICT에 

접목한 스마트 발전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2040년 전세계 발전 비중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발전설비 5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

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청년 실업문제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

현안 해결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사회형평적 채용, 협력사의 동반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발전사업 

   확대 (P. 46)

·혼소발전 확대 및 

   발전효율 개선 (P. 53)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개발

(P. 53)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사업

 (P. 58, 59)

·안전보건경영 추진

 (P. 69)

·고부가가치 창출형

  핵심기술개발 (P.48)

·에너지저장장치

 (ESS)등 에너지

  신산업 개발 (P. 48)

·Industry 4.0 기반   

  솔루션 사업 착수

  (P. 49, 50)

·대기환경설비

  보강 (P. 55)

·미세먼지 감축

  기술 개발

   (P. 47, 62)

·윤리경영 추진체계

  및 실천활동 강화

  (P. 25-27)

·대규모 풍력사업

   추진 (P. 44)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P. 44)

·동반성장 4.0
  모델 구축

 (P. 77, 78)

·양질의 일자리

   창출 (P. 83, 84)

EWP 대응활동

EWP 대응활동

EWP 대응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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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 자메이카 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목표 실행을 위해 전략방향 연계 사업계획 수립, 직급별 

간담회 개최 등 직급별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성과 관리전략체계 재정비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내외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발전소 운영, 건설의 제약이 

발생하고, AI, IoT, 빅데이터와 같은 ICT 기술의 초고속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발전

산업에도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기존의 경영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출구전략과 발상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 CEO 

주도 토론회, 전사 타운미팅 및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대비 목표와 혁신의 

가치가 반영된 신(新)경영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계층별 전략 및 성과 관리

CEO 본부장/단장 부서장 팀원

·경영방침 수립 공유 

·비전/전략 공유 및 내재화

·직급별 간담회

·타운미팅 

·경영전략회의

·전략방향 연계 부문별 

사업계획 수립 

·성과목표 조직 배분

   및 관리

·주간업무 회의

·전략과제 연계 조직별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성과목표 개인별 배분

   및 관리

·내부 토론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점검·관리·보고

중장기 
경영전략

중장기 경영전략 및 성과 관리

KPIs 추진노력 2016년 추진성과 2016년 실적 2030년 목표

비계획

손실률

·장기고장 유발 설비 집중개선 

·대형고장 예방·예측정비 실현

·고장정지율 0.062%
   (창사 이래 최저) 0.163% 0.1%

Solution
매출액

· 마스터플랜 수립(사업비전 제시) 

·협력사 및 고객 대상 기술세미나 개최

·협력 Alliance 구축

   (GE 등 4개사) 13.6억 원 2천억 원(누적)

연료비

절감률

·기존 입찰프로세스 점검 

·신개념 입찰평가제도 도입

·유연탄 구매비용

   127억 원 절감 9.8% 10%

RPS*
·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 사업 추진  

(동)600MW, (서)140MW급

·(동)경주2단계 착공 

·(서)영광 풍력 착공 2.9% 10%

에너지 

신사업 단계

· 지역 맞춤형 에너지 신산업 모델 확대 

   (당진 → 당진, 울산)

·울산 'e-Clean City'
   추진기반 확보 시범구축 신산업 확장

국내외

지분용량

· 자메이카 국가적 숙원사업 해결  

(가스발전소 건설 10년 이상 추진)

·190MW 신규 가스

   복합 사업권 획득 11,864MW 22,800MW

기술자립도
· 에너지신산업, IT기술 융합,

   청정에너지 분야 연구과제 수행

·해수전지 기반 ESS 개발

   (세계 최초) 87점 100점

핵심인재

양성률

· 전문분야의 경력 전문가 채용 확대  

(변호사, 회계사, 빅데이터 전문가 등)

·경력전문가 6명,

   개방형직위 3명 채용 3.2% 4.5%

영업이익
· 발전설비 안정적 운영 및 최적 효율 관리

·국내외 신사업 안정적 수익 창출 

·핵심설비 고장시간 (전체 33%) 절감

·JPS** 당기순이익 240억 원 달성 6,721억 원 1조 원

안전문화

성숙도

·계획예방공사 안전등급제 시행 

·안전 등급별 지원체계 운영

·안전사고 감소

   (2015년 12건 → 2016년 3건) 4단계 5단계

청렴도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한 체계적 활동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윤리활동 창출

·청탁금지법 시행초기 법 해석에

   대한 논란 최소화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3등급 1등급

온실가스

감축률
· 2030 전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1차 배출권거래제 정부목표 

   초과 달성 (270만 톤 감축) 2% 20%

핵심가치 비전목표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협력과 청렴

인간존중

창조 발전기술

Solution
Provider

  발전사업 경쟁력 강화

·발전운영 효율성 제고

·발전기술 Solution 개발

·연료수급 경쟁력 강화

설비용량

22.800MW
(신재생e비중 20%)

  미래 성장사업 창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에너지 신사업 개발 선도

·국내외 신규 사업 확충

영업이익

1조 원

  핵심역량 강화

·미래기술 경쟁력 확보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

·안정적 수익 창출

청렴도

1등급

  지속가능경영 실현

·보안·안전경영 고도화

·청렴도 향상

·환경 친화적 발전소 운영

열정과 도전

20
30

 Most Valuable Power Company

비전

미션

WE MAKE
ENERGY FOR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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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경영목표, 운영계획,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13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88.8%의 이사회 참석률을 기록

하였습니다. 

이사회 개최

한국동서발전은 이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이슈를 다룬 안건을 검토·의결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학교태양광 발전사업 지분출자, 

영광풍력 건설사업 지분출자, 자메이카 신규 가스복합 등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지속가능성 이슈 안건

한국동서발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영에 실제로 반영하며 

동서발전의 효과적인 지속가능경영 추진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이사회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의 CEO 및 경영진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직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

니다. 경영현안 공유 및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온라인 소통과 발전소 현장 직원을 직접 방문하는 면대면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및 실적

구분 소통채널 목적 2016년 실적

온라인

소통

CEO 레터 및 

경영메시지
경영현안 공유 및 직원 동기부여 57회(전년대비 27%↑)

SNS 격없는 대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상시 소통

메신저 소통 신속한 정보공유 및 소통을 통한 협업 상시 소통

면대면 

소통

CEO 현장경영활동 직원 노고 격려 및 안전 당부 31회

대토론회
특정이슈(신규 기술 및 사업, IPO 등)에 대한 

관계직원과의 토론
3회

계층별 난상토론회 경영현안 해결 및 미래발전방향 모색 4회

CEO 레터 및

경영 메시지 

57회

10년 후의 한국동서발전 시장점유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영혁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의 CEO는 임직원과 함께 자유토론을 실시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한 전사

적인 혁신과제 선정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진 토론 및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미래사업, 시급·

중요과제 등 동서발전의 지속가능경영에 필요한 46개의 이슈를 도출하여 ‘사업혁신, 경영혁신, 서비스

혁신’의 동서발전 혁신방향과 최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경영혁신과제 선정
지속가능경영 이슈 

46개 도출 

한국동서발전의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4인의 사내이사와 5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선임 비상임이사(사외)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 소위원회, 감사 위원회, 임원추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이사회 조직도

전문 소위원회 

재무위험관리 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경영효율화위원회 부채관리위원회

감사 위원회 임원추천 위원회

이사회

임원 현황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공석 -

상임

이사

사장 - -

김오영 남 상임감사위원
경남도의회 의장(前)

경남대학교 석좌교수(前)
2016.03.28~2018.03.27

박희성 남
동서발전

사장 직무대행

동서발전 상생조달처장(前)

동서발전 감사실장(前)

동서발전 전략경영본부장(前)

2016.05.04~2018.05.03

국중양 남 기술경영본부장
동서발전 미래사업단장(前)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장(前)
2016.05.04~2018.05.03

김경민 남

비상임이사

한양대 정치외교학 교수(現)

산업통산자원부 정책자문위원(前)
2014.02.14~2017.03.29

이종현 남
충청남도 도의원(前)

전국농민회 도연맹 부의장(前)
2015.03.18~2017.03.17

이재국 남
KOTRA 비상임이사(前)

부영주택 해외사업본부장(前)
2016.09.27~2018.09.26

이상기 남
경기대 산학협력단 교수(現)

한전 서울본부 처장(前)
2016.09.27~2018.09.26

문호 남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상근부회장(前)

한전 부사장(前)
2017.01.11~2019.01.10

2016 이사회 운영 실적

의결안건

47건

수정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6건

이사회

참석률

88.8%

이사회

개최

13회

지배구조

한국동서발전은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정관’에 의거해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거쳐 임명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사장을 제외한 사내 및 사외 이사는 사장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각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 선임절차

이사 선임절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및

주주총회

심의 의결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

사외이사

상임감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

사내이사

사장

대통령 임명

주주총회 의결 사장 임명

기획재정부장관

임명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주주총회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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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청렴컨설팅 멘토기관으로 선정되어 청렴문화의 

중요성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청렴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4회의 청렴컨설팅을 통해 청렴 우수 

사례를 지원하여 멘티 기관의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공기업 최초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청렴컨설턴트 직무를 부여하여 각 사업소별 청렴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청렴업무 협약 체결 및 민간단체 합동 청렴문화제인 청렴한마당 개최 등으로 지역 내 윤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리(義理)의 윤리문화 확산

윤리경영 실천 활동

한국동서발전은 부패예방과 사전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여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

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 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내 청렴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온라인 청탁 신고 채널인 레드휘슬을 통한 모의 훈련과 이해관계자의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을 시행

하여 청탁금지법을 적극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탁금지법의 생활 속 정착을 위해 24시간 생활형 

윤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작동시켜 부패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착 선도

24시간 생활형 

윤리시스템 운영

한국동서발전은 자발적 참여형 교육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게임형 윤리교육을 개발하였습니다. 청탁금지

법과 부패사례를 주제로 보드게임, 퀴즈대회 및 청렴캠페인 등 다양한 윤리활동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윤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인 클린 마일리지(Clean Mileage)* 제도를 도입하여 전 직원의 높은 참여도를 

이끌었습니다. 2016년 총 19회의 윤리교육에 740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였으며,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워크숍에서 자체 개발한 게임형 윤리교육을 공유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   사내에서 실시하는 청렴·윤리 활동 이수에 대한 적립 마일리지, 인센티브 보상으로 자발적인 활동 참여 유도 및 확산

참여하는 윤리활동 다양화

2016 윤리교육 

19회 운영

740명 참여 

한국동서발전은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는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청렴도 향상 비상대책을 실시하여 부패 예방과 윤리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윤리경영

24시간 작동 생활형 윤리 시스템

365 DAYS

매월

청렴Day 청렴인증

연말

청렴상 포상

연초

실천서약출근

Self Test

일과 중

타산지석

퇴근 후

청렴문자

퇴근 전

청렴십계명

▲ 참여하는 윤리활동

윤리경영 실행력 강화

한국동서발전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의 전면적인 시행에 따라 전 직원의 윤리수준을 높이고자 임직원 

행동강령, 참여형 윤리활동 운영기준 등 윤리규범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윤리리스크 예방·관리를 

위해 외부고객 및 민원인 응대 매뉴얼 등을 제정하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적극 구현해가고 있습니다.

윤리규범 강화

윤리규범 제·개정 내용

윤리규범 제·개정 내용

임직원 행동강령 외부강의 대가 및 홍보용 기념품 기준 강화 (용도 한정)

참여형 청렴·윤리 활동 운영기준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한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지침 금품·향응수수 및 횡령에 따른 징계양정금액 기준 강화

윤리경영 추진 전담조직

책임리더

·고위직 청렴윤리위원회

·윤리준법팀

·청렴감찰팀

실천조직

·윤리실천리더

·준법감시인

·행동강령책임자

외부자문

·명예감사관

·청렴감사단

·청렴 옴부즈만

한국동서발전은 윤리경영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직 청렴윤리

위원회, 윤리준법팀, 청렴감찰팀 등 윤리경영 책임리더의 지휘 아래 청렴문화를 조성해가고 있으며, 

윤리실천리더, 준법감시인 등 실천조직을 통해 윤리경영의 실행력을 높여가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명예감사관 및 사업소 청렴감사단을 신규 위촉하여 내부감사 참여, 자문활동 및 부패행위 모니터링을 진행

하였습니다.

윤리경영 전담조직 강화

명예감사관 및 사업소 

청렴감사단 신규 위촉

한국동서발전은 ‘청렴윤리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존경받는 윤리기업 구현’을 윤리목표로 설정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윤리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과 함께 청탁금지법 정착 선도, 

참여하는 윤리활동 다양화, 의리(義理)의 윤리문화 확산이라는 3가지의 추진과제를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체계

윤리경영 추진 체계

중장기전략

추진과제

윤리목표

부패예방 및 사전통제 강화 소통·참여하는 윤리의식 내재화 상생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

청탁금지법 정착 선도 참여하는 윤리활동 다양화 의리(義理)의 윤리문화 확산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 개선

·부패요인 사전 예방

·참여형 윤리활동 시행

·게임형 윤리교육 개발

·상생을 위한 청렴컨설팅

·공공·민간 윤리협력 강화

청렴윤리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존경받는 윤리기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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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력시장의 성장 둔화, 민자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증가, 세계에너지 시장의 탈 탄소화 등 국내외 

에너지 시장의 환경변화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중시되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선제적인 리스크 예방을 위해 전사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재난안전센터(Control 
Tower)를 통해 복합 재난 상황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고자 발전업 특성에 기인한 취약점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

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의 재무위험과 운영위험으로 분류되었던 위험요인에 경영위험과 

투자위험을 보강하였으며, 각 위험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성하고 위험단계별 시나리오를 수립하였

습니다. 처리된 위험 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사 위험관리시스템 운영

위험관리 프로세스

윤리경영 모니터링 및 피드백

한국동서발전은 윤리경영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자체평가를 진행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였으나, 2016년 예산집행 및 업무지시 관련 총 4건의 이슈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의 등급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과 청렴도 향상 비상대책을 마련하여 2017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재탈환을 최종 목표로 삼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외부평가 모니터링

청렴도 향상 비상대책

추진 전략 세부 전략

경청을 통한 신뢰하는 조직문화 조성
·내부 청렴도를 위한 청렴 T/F 운영 (HDCA 플랫폼*구축)

·VOC**, 익명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

내부신고 활성화로 깨끗한 조직 구현
·레드휘슬 활용(익명신고 외부업체)

·내부 신고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청렴제도 강화를 통한 청렴도 향상
·부패행위자 ‘One Strike Out’제 시행

·내부평가 ‘윤리경영노력도’ 지표 관리 강화

변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간부 5대 약속 선포

·부서장의 직원대상 소통 체계 강화

*   HDCA 플랫폼 : Hearing(분야별 경청), Do(대책수립), Check(현장반응), Action(조직문화개선)

**   VOC(Voice of Customer) : 고객 피드백 관리

잠재적

위험요인 

분류

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

 ·경영위험

 ·재무위험

 ·운영위험

 ·투자위험

·Key Risk
    Index 설정

·위험단계별

   시나리오 수립
모니터링

위기관리

피드백(수정·보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5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

한국동서발전은 외부평가에 이어 자체 개발한 윤리진단지표 EMDEX* 진단과 자체청렴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EMDEX 평가에서 0.3점 하락한 93.3점을 받아 명성유지단계**를 유지하였으며, 소폭 

하락한 점수에 대한 자체평가와 부패위험성 진단을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통제하여 외부청렴도 항목은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9.77점, 고위직 

청렴도 항목은 0.06점 상승한 9.97점으로 나타났습니다. 

*   EMDEX : ISO 26000, GRI 원칙 등 글로벌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 개발한 윤리진단지표

**   명성유지단계 : 윤리경영 발전 5단계 중 최고 단계로 책임윤리 경영 실현단계

내부평가 모니터링

자체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 고위직청렴도

2014

2015

2016

9.62
9.88

9.69
9.91

9.77
9.97

단위 : 점

한국동서발전은 위기상황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을 위하여 사이버·재난안전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재난안전센터는 사이버 보안, 재난안전 및 복합형태의 사고 등 모든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통합 

위기대응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사이버안전센터와 발전

현장,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통합방재실로 구분되어 운영되나, 복합형태의 사고 발생시 이를 통합 운영

하여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재난안전센터
제1회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산업통상부 장관상)

한국동서발전은 신(新)기후체제에서 강화되는 기후변화 적응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6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후변화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사업소별 취약성을 전문가에게 

진단받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식별      평가      처리

대비      대응      복구

기후변화 현황

분석 및 예측

수단 : 기후변화

시나리오

수단 : 취약성

평가 Tool
수단 : 리스크

평가 Tool
수단 : 국내외

적응옵션 DB

현재 기후

취약성 평가

미래 기후변화 /

리스크 평가

세부시행 /

계획수립

Step 1 Step 2 Step 3 Step 4

리스크
관리

한국동서발전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였습니다. 인권경영헌장에는 

인간 중심의 경영활동, 국민 인권보호,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비롯한 9개의 기본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동서발전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며 인권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6년 9월 노조와 함께 인간존중 실현 및 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였

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 공동 선언을 시행하고 직원의 무기명 온라인 고충 상담을 위한 직원권익보호 

상담·신고 게시판을 마련하여 인권 보호와 존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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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지속가능성 이슈를 도출하여 2017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기 위해 임직원, 전력 그룹사, 정부기관 및 지자체, 협력회사, 지역주민, 언론사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해관계자 대상 지속가능경영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한국동서발전의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친환경 경영’이 핵심 지속가능성 이슈로 

선정되었으며,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 ‘임직원이 행복한 조직’이 기대되는 주요 이미지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인식조사 시행

Q1. 한국동서발전이 주목해야 할 지속가능성 이슈는 무엇입니까?

68.6%

67.7%

62.4%

46.2%

29.0%

22.4%

21.5%

6.3%

신재생에너지 사업

친환경 경영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등)

신규 발전소 건설

4차 산업혁명 발전기술 개발

안전경영 (발전소 근로자 안전, 지진 등)

해외 전력시장 확대

윤리경영 (반부패·청렴활동)

사이버·시설보안

Q2.  향후 한국동서발전에게 기대되는 기업 이미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56.1%

40.9%

40.6%

37.0%

33.0%

31.7%

30.0%

25.1%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

임직원이 행복한 조직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조직

경쟁력 있는 조직

비전 및 핵심가치를 따르는 조직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조직

이해관계자 분류 및 소통방법

정의 분류 주요대상 관심분야 소통채널

가치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

가치

영향

정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

언론, 발전사 등 

·전력산업 경쟁력 확보

·지역발전 및 환경보호

·이슈별 관심 및 경쟁적 협조

·국정감사, 업무연락방 

·지역주민 협의체 

·발전사 협력본부 등

가치 창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직원

가치

생산 

임직원,

노동조합

·신뢰·소통기반의 신(新)기업문화

·기업 경쟁력 강화

·CEO 경영현황 설명회

·가치제안시스템, 토론 

·노사협의회 및 워크숍

가치 창출에 직접 

참여하는 외부 직원

가치

협력
협력회사

·발전사업 공동참여 및 협력

·발전연관사업 다각화 및 원가절감

·중소기업 상생협의체 

·네이버 Band, SNS

창출된 가치를 공유

하는 외부고객

가치

소비
주주(한전), 국민

·고품질, 경제적 전기의 안정적 공급

·대국민 정보공개

·대한민국 정보포털

·열린경영 홈페이지 등

한국동서발전은 ‘전력(에너지)’생산 중심의 Value Chain을 기반으로 가치영향, 가치생산, 가치협력, 가치

소비의 4가지 형태로 이해관계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별 소통채널을 통해 파악한 관심

분야와 의견을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며 공동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분류 및 소통방법

이해관계자란 경영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거나 회사의 전략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또는 개인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사업개발부터 전력소비까지의 

Value Chain에 연계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 
참여 

핵심 보고이슈 선정

지속가능성 핵심 테마 중대이슈 GRI Aspect 접점 이해관계자

Material Issue 1. 안정적 전력공급 2,13 경제성과, 간접 경제효과 정부기관, 지역주민

Material Issue 2. 미래성장 동력 강화 3,6,7 경제성과, 간접 경제효과, 컴플라이언스(환경) 정부기관, 전력 그룹사

Material Issue 3. 친환경 발전소 운영 1, 5, 8, 10, 14 원재료, 에너지, 용수, 배출, 폐수 및 폐기물, 컴플라이언스(환경) 정부기관, 지역주민, 환경단체

Material Issue 4.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 4,9 고용,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기회 균등 동서발전 임직원, 협력회사 근로자 

Material Issue 5. 협력회사 동반성장 11 조달관행, 간접 경제효과 협력회사

Material Issue 6. 지역사회 행복동행 15 지역사회, 간접 경제효과 지역주민, 협력회사

중대성 
평가

중대성평가

시행

Step 2

한국동서발전은 320명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15개의 보고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각 이슈에 대한 한국동서발전의 대

응활동을 본 보고서에 담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지속가능경영

이슈 Pool 구성

Step 1
핵심 보고이슈

선정

Step 3

한국동서발전의 지속가능경영 중대 이슈를 

선정하고자 국제표준 분석, 글로벌 벤치마킹, 

내·외부자료 검토, 미디어 분석 등을 실시

하여 총 29개의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Step1에서 도출한 29개의 이슈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설문지를 구성하여 9일간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속가능경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와 

이해관계자의 관심도를 기준으로 총 15개의 

보고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4.3

4.1

4.3

4.5

4.2

4.4

4.6

4.7

4.5 4.7 4.94.4 4.6 4.8 5.0

14

15 12
11 10

9

8

5
4 3

2

1

6 7

13

기후변화 대응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소 안전 확보

대기오염물질 관리

신규 사업 개발

R&D를 통한 융복합 발전기술 개발

환경 법규 및 정책 준수

안전한 근로환경 제공

수질, 해양환경 관리

협력사 동반성장

반부패·청렴활동 강화

재무건전성 확보

지역사회 갈등 해소

사회공헌활동 추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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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
지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최대의 공동목표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 중 9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동참하고 있으며, SDG 5, SDG 7, SDG 13을 집중적 

으로 지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SDGs 목표 EWP 추진노력

Goal 2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Goal 5
양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Goal 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Goal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Goal 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Goal 10
국가 내, 국가 간의

불평등 해소

Goal 11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거주

Goal 13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Goal 14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온배수 자원 재활용 전복양식

·석탄회 처리장 목초지 조성으로

   조사료 공급

·양성평등 채용 및 승진

·여성관리자 육성 제도 도입

·여성리더교육 정례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연계 에너지저장

   장치(ESS)사업 추진

·유연근무제 도입 및 일과 가정 양립 정책 수립

·기성간부 대상 리더십 교육 제도화

·스마트오피스 도입

·미래사업 연계 일자리 창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운영

·석탄재, 석고 등 폐자원 재활용

·장애인, 지역인재 사회형평적 채용 

·경력단절 여성 고용 

·인권경영헌장 선포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감축

·미세먼지 저감기술 확보

·배출권거래제 목표 대비 초과 감축실적 달성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시행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탄소 자원화 및 CO2 분리막 기술 연구개발

·종합폐수처리장 운영

·사후환경영향 조사

Goal 5

한국동서발전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SDG 5 달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평등한 승진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인사 4대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2018년까지 여성 관리자 6%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인원의 15%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여 승진 유자격자를 지속적

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여성승진 확대 기반 강화를 위해 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였

습니다. 이외에도 3직급 이상의 여성관리자 역량향상교육과 EWP 미래 여성리더 양성

교육을 정례화 하고, 육아휴직 3년 운영,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

하여 여성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Goal 7

한국동서발전은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의 에너지와,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하는 SDG 7 달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최저가로 수급하여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전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기 위한 풍력 및 바이오 에너지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높은 에너지 효율과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를 공급

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확보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Goal 13

한국동서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SDG 13에 

동참하여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발효된 신기후

체제에 따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저탄소 신재생 연료 혼소 및 고효율 설비 도입으로 배출권거래제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CO2 분리막 기술 도입으로 대기에 배출

되는 이산화탄소를 차단하였고, 또한 CO2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화합물을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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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SSUE

안정적 전력공급

전력수요를 미리 예측·대비하여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수요예측 실패, 발전설비 고장 등에 따른 정전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기업들은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 여기며 전력수급기본

계획에 따른 연료수급 및 발전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가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설비, 연료수급, 재무구조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연탄 등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연료 공급국을 다변화하였으며, 발전설비 운영 중의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고장 설비개선 및 발전소 인력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익성, 안전성, 성장성’을 추구하는 건전한 재무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OUR STRATEGY & EFFORTS

FUTURE PLANS

고장정지율

전년 대비 89% 감소

연료 공급원

다변화

영업이익률 증가

목표 대비 12.1% 증가

부채비율 감축

목표 대비 119.6% 감소

0.062 %

15.8 %

101.3 %

7 개국

안정적인 연료 

수급을 위한 

장기계약 확보

바이오매스 연료

안정적 공급원

확보

기술인력

네트워크 강화

자금조달

포트폴리오

다변화

2016년에는 창사 이래 최저의 고장정지율을 기록하며 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이루었습니다. 고장으로 인해 정전 등 

국민에게 미치는 직접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지만, 고장이 

재발되거나 다른 사업장 운영에까지 확산되며 기업의 자원

소모와 효율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계획예방정비공사 3개월 전후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하는 기간의 고장 발생패턴을 분석하였으며, 

관리자원 투입 및 인력관리 등 고장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최저 고장정지율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발전설비의 운영 관리는 창사 이래 지속되어 정착된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도입된 태양광 패널, 풍력 등 신재생 

발전설비 관리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신재생 발전설비를 면밀히 점검하여 

설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드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17년 말 도입 예정인 드론은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앞으로 발전설비의 운전 데이터를 점검·분석

하는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여 조기에 고장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고 높은 

효율의 발전설비를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발전사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INTERVIEW

발전처 발전운영팀 

정동희 차장

01
지역주민협력회사정부기관 

및 지자체

전력 그룹사임직원

건전한

재무구조

안정적

발전설비 운영

안정적

연료수급

OUR PERFORMANCES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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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관리 제도 혁신

점검 및 정비 관리기준 개편

한국동서발전의 전체 고장정지 중 49%는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OH)* 기간 전·후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기존의 OH 관리기준을 개편하여 고장시간을 줄였습니다. 월 1회에 진행

하던 전기설비 점검과 주 1회 진행하던 설비분석 횟수를 각각 주 1회, 일 1회로 늘려 검사 빈도수를 높였

으며, OH 담당자만 참석하던 기존 회의 방식에서 본사 및 전문원을 참여시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시행했

습니다. 무엇보다 정비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OH 정비 기간을 3~6일 추가 반영한 결과 OH 전·후 

고장시간이 73시간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하였습니다. 

* 발전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성능을 유지하고자 진행되는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발전소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고장 경보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특정 수준 도달 시에만 울리던 기존의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습된 데이터를 

패턴 분석해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고장 예측경보 시스템을 도입·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당진 8호기 설비에서 발생한 진동을 조기 감지한 후 당진 1~8호기의 예측정비를 즉각 시행한 

결과 217건의 고장을 예방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원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 개선으로 2016년 고장

정지율 0.06%, 가동율 87.58%을 기록하여 NERC(북미전력신뢰도위원회)에서 발표한 글로벌 고장정지율 

대비 높은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고장 예측경보 시스템

발전설비 고장 시 구체적인 원인 및 사례에 대한 학습이 수반되지 않으면 향후 유사고장 재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동서발전은 고장사례에 대한 공유와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자 및 처·실장 워크

숍을 각각 개최하였고, 사업소별 고장사례, 고장 근본 원인 등에 대한 토론의 장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영진의 순회교육을 통해 고장 예방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확산하였으며, 고장 사례집을 

전자화하는 등 체계적인 고장 사례 관리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고장사례 공유

2015년에는 터빈, 발전기의 고장이 전체 고장시간의 33%(총 517시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동서

발전은 고장이 반복되는 핵심설비를 집중 개선함으로 고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해당 발전

설비에 대한 맞춤형 진단을 시작으로 노후화 정도 및 잔존수명을 평가하였고, 결과에 따라 회전날개, 연결부 

등 터빈의 핵심설비를 보강한 결과 2016년 터빈, 발전기 본체 고장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체 고장시간의 21%를 차지한 동해화력의 유동층 보일러 튜브 개선을 위해 계획정비 운영

기준을 재수립하고 온도감지 등의 철저한 튜브 감시를 강화하는 등 설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였

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전소 준공 이후 최초로 한 해 동안 고장정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고장 설비 집중개선
전사 터빈/발전기 

본체, 동해 유동층 

발전소 고장 

0건 

OH 전·후 고장시간

전년 대비 94%

고장정지율 가동률

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5 20152016 2016

0.305
0.88

0.098
0.556

0.06

4.87 93.34
90.69

85.39
83.92

91.25 92.44

83.92 83.17

87.58
85.31

4.674.934.754.49

한국동서발전NERC

발전설비의 고장 요인을 미리 분석하여 고장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핵심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준공이래 발생한 고장 원인을 전면 재조사하여, 설비뿐만 아니라 인력, 조직, 제도적 

부분도 고장의 원인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분별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한 결과 2016년 창사 

이래 최저의 고장정지율 0.062%를 기록하였습니다.

안정적
발전설비
운영 인력 역량강화

비상대처 능력 향상

설비 담당자는 발전소 운영 중 비정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SNS를 활용하여 상황을 전 사업소에 실시간 공유

하고, 이를 전달받은 직원이 신속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전설비의 긴급상황이 SNS를 통해 현장에 즉각 공지되며 불시정지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 역량 진단지수

2015
2014

단위 : 점

4.65
4.52

4.722016

설비담당자 교육

발전설비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운영·정비 역량과 긴급 상황 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직원에게는 발전설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본사, 전문원, 설비 담당자, 과거 설비 담당자로 구성된 원격기술지원 그룹을 

형성하여 매주 1회의 정례회의와 고장 발생 시 긴급회의를 진행하였고, 총 200개에 달하는 UCC 개발을 

통해 설비직원의 기술 역량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직원 역량 진단지수가 전년 대비 향상된 4.7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리적인 조직운영

발전설비를 세부적으로 점검·진단하여 개선하는 것은 고장 예방 차원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한국동서

발전은 최고의 기술 전문조직을 운영하여 발전설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술진단

분야를 29개까지 세분화하고 전문원을 증원하여 기술 전문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문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설비를 검토하고, 설비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소를 분기별 방문하는 현장밀착형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기술전문 조직 운영

동하절기 전력 이용률이 급증하는 피크 기간에는 특히나 발전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정비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높은 이용률 대비 부족한 운영 인력으로 난항을 겪는 울산2복합에

이용률이 낮은 울산1복합의 24명 인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고장 발생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대비하였

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도 9건의 울산복합 기동실패 건수가 2016년 1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

습니다.

효과적인 발전소 인력배치

울산복합 전체 

고장정지율

0.09%
(전년대비 81%   )

대상별 UCC 콘텐츠

·운전원리, 정비기초

·설비관리시스템 활용

·사업소 단위기기 조작

·운전절차, 설비 이론

·예측진단 솔루션

·핵심설비 분해정비

기술력 제고

(총 1,190회 활용)

신입직원
신입·전입 직원

(공통)
전입 직원 효과

+ +

대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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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경영 비전 및 목표와 연계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

습니다.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 상승, 부채비율 관리, 신사업 투자 확대 등 중장기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성장성 확대

한국동서발전은 미래의 지속성장을 위한 신사업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2,877MW의 

설비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에는 전년 대비 25.4% 증가한 1,435억 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이 중 태양광, 풍력단지 등 미래성장사업에 투자한 비용은 1,7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하였습니다. 

구분 2015 2016 2017 증감 사유

국내사업 942 937 1,766 2017년부터 신재생 확대 및 에너지신산업 본격 개시

해외사업 63 45 31 타당성 조사 정부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예산 감축

솔루션 사업 신설 36 139 핵심 솔루션 사업화 과제 수행

연구개발 139 417 160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 관련 연구개발 투자 강화

투자예산 단위 : 억 원

건전한
재무구조

한국동서발전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16-20)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성과를 통해 2030년까지 

영업이익 12,075억 원, 부채비율 113%, 자산 198,993억 원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재무목표

재무비전

영업이익 1조 원 달성 적정 부채비율 유지 관리 투자예산 전략적 배분

지표관리 영업이익률 12% 이상 부채비율 113% 이하 자산증가율 3.5% 이상

재무전략 수익성 확보 안정성 유지 성장성 확대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 있는 공기업

수익성 확보

전력수요가 둔화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화력발전이 환경규제로 제약을 받게 되는 

등 전력기업의 수익성 확보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영업

이익률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았던 핵심설비 발전기와 터빈의 집중 개선으로 전년 

대비 고장일수를 61일 감소시켜 286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확보하였으며, JPS 라이센스 개정, 기술세미나 

개최 등의 부가사업으로 240억 이상의 순이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원가의 65%를 차지하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대체연료를 발굴하는 등 2016년 영업이익이 목표 대비 1,402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

6.3
15.1

단위 : %

15.8
2015
2014

2016

한국동서발전은 건설, 출자사업 등 재무적 위험에 노출된 투자 활동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당진 9, 10호기 건설을 위한 투자 규모를 조정하여 5,415억 원을 감축하였으며, 재무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부채관리위원회를 43회 개최하며 체계적인 부채관리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20.5%p 낮아진 101.3%의 부채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안정성 유지
부채비율

136.1
121.8

단위 : %

101.3
2015
2014

2016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한국동서발전의 주 연료인 유연탄을 적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시장환경 및 기후변화 등 연료 공급국인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및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공급원을 다변화하였습니다. 기존의 공급국에서 받아오던 연료량을 줄이고 신규 공급원으로 확보된 

콜롬비아, 남아공 및 중국에 연료구매량을 배분하여 2016년 총 1,403만 톤의 유연탄을 구매하였습니다.

연료 공급원 다변화 선도

연료 공급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의 각종 공급문제는 국내 전력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6년 한국동서발전의 주요 공급국인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철도파업과 강우로 지속적인 연료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최단 기간 내 연료를 확보할 수 있는 

비상 공급체인으로 중국 및 러시아에 위치한 3곳의 공급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비상 공급체인 강화

한국동서발전은 석탄, 중유, LNG 등 다양한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석탄을 가장 많이 수급하고 

있습니다. 유연탄 사용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 중유와 LNG 사용량은 상승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원료인 우드펠릿을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료 수급 현황

연료원가 절감 노력

한국동서발전은 미래의 전력수요량을 기반으로 수립한 연료수급계획에 따라 연료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연료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비는 연료 가격, 수송비용, 개별소비세 및 품질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동서발전은 조달환경 분석에 따라 차별화된 연료조달을 추진하며 최저가 유연탄 연료비 원가를 7년 

연속 달성하였습니다.

연료비 구성 차별화된 연료 조달 노력

유연탄 가격(FOB) (유연탄 수급 대상) 아시아 시장 → 유럽 시장으로 전방위 확대

수송비용(Freight) (현물해운시장 약세 활용) 현물 용선 적기 투입으로 운임단가의 획기적 절감

개별소비세(Tax) (세율, 시황의 탄력·경제적 구매) 열량대 탄종간 대체 구매의 확대 추진

품질비용(Quality) (포괄적 가치평가) 품질 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 

최저가 유연탄 

원료비 원가 

7년 연속 달성 

 유연탄

 무연탄

 중유

  LNG

 신재생

 우드펠릿

안정적 
연료수급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연료를 적기에 수급해야 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의 주연료인 

유연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유연탄의 공급국을 다변화하였고, 비상시 연료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공급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2

1,596

78

168

1,589

52

104

161

1,583

21

112 131

1,498

7

60
96

1,430

15

104

1,342

15

119
110

7
1

20
45

22

71

24
6651

단위 : 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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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SSUE

미래성장 동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수요와 노후발전소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의 발전산업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과 기술,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시장 상황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미리 내다보고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전력공급 및 국가 경쟁력을 

이어가는 것은 한국동서발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주요 과제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해외발전사업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높이기 위해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신산업 개발을 고도화하여 미래의 실질적인 전력공급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발전시장 진출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OUR STRATEGY & EFFORTS

FUTURE PLANS

해외사업 설비용량

전년 대비 49.0% 증가

자메이카 전력공사

당기순이익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풍력발전소

연간 매출수익

1,186 MW

342 MW

244 억 원

240 억 원

발전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 추진

친환경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개발

자메이카 신규 

190MW 가스복합

건설 착공

및 PF 완료

대규모 신재생 

사업 지속 추진

한국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은 203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

입니다. 이에 일환으로 내년까지 전체 발전량 5%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해야하는 가운데 한국동서발전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입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동·서해안 2대 권역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햇빛, 바람, 구름 등 날씨 변화에 따른

불규칙한 전기 생산량, 어려운 입지 확보와 같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드펠릿, 바이오고형연료(Bio-SRF) 등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은 재생에너지에 비해 초기 투자비가 낮고 

더 많은 용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산림청 및 임업진흥원과 

함께 인도네시아에 2,000ha가량의 조림목을 시범 조성하고 

있으며, 2022년 조림면적이 확보되면 매년 52만 톤의 목재

연료를 필요로 하는 동서발전 호남바이오매스발전소에 안정

적인 연료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앞으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성실히 

준수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미래의 

깨끗한 에너지 공급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INTERVIEW

신성장사업실 사업개발팀

김명근 차장 

02
지역주민협력회사정부기관 

및 지자체

전력 그룹사임직원

해외

발전사업 추진

핵심기술

연구개발

신재생 에너지

사업확대

에너지 

신사업 개발

OUR PERFORMANCES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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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중장기 추진 로드맵

IGCC*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

기타 (해양e 등)

*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복합발전

97 342
1,449 3,751 5,081

누계설비 용량 단위 : MW

한국동서발전은 점차 높아져 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2030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자체 발전설비 용량의 20%

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100MW 이상급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추진 로드맵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

한국동서발전은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정책에 발맞춰 기존의 태양광, 풍력 및 바이오

에너지 발전소에 이어 대규모 신재생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5,081MW)까지 확대하여 발전소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2012 2020 20302016 2025

신재생에너지설비 현황

구분 설비용량 구분 설비용량

태양광

동해 태양광 1.0 육상풍력 영광지산풍력 3.0

당진 태양광 1.0

연료전지

일산연료전지(Ⅰ) 2.4

호남 태양광 0.1 일산연료전지(Ⅱ) 2.8

울산 태양광 0.5 일산연료전지(Ⅲ) 2.8

당진폐기물 태양광 1.3 울산연료전지 2.8

광양항 태양광 2.3

바이오매스

동해바이오매스(전소) 30

당진자재창고 0.7 동해 혼소 60

당진수상태양광 1.0 당진 하수슬러지(혼소) 40

수원시 하수처리장 태양광 1.5 당진 우드펠렛 30

울산햇빛 나눔태양광 0.1 울산 바이오중유 40

광양항 황금물류센터 태양광 1.1 울산 감압정제유 2.4

해양에너지
당진 소수력(Ⅰ) 5.0

총 합계: 240MW
당진 소수력(Ⅱ) 3.2

단위 : MW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준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한국 정부는 2012년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설비 500MW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매년 공급의무량 비율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

발전은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2014년부터 RPS 이행률 100%를 달성하였으며, 정부 요구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RPS
100% 이행

* 자체 보유설비 기준 

사업명 용량(MW) 연매출(억 원) REC확보 연료

준공

동해바이오매스발전소 30 365 234,281 국내 우드칩

집단에너지

석문바이오매스발전소
39 460 350,000 국내 우드칩

계획 중
호남바이오매스발전소 105 1,516 1,020,000 해외조림사업 우드칩

새만금우분발전소 10 151 114,000 우분고체연료

바이오에너지 추진 현황

바이오에너지 사업

미세먼지,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 및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바이오매스는 화력발전 산업계의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폐목재, 쇠똥 등 다양한 바이오

매스를 통해 생산되는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바이오매스 연료 확보를 위해 

우드칩 생산업체에 지분을 투자하여 우드칩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있으며, 한국임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에 향후 2만ha 조림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목재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해

바이오매스발전소와 석문집단에너지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준공하였으며, 향후 호남바이오매스발전소와 

쇠똥에너지를 생산하는 새만금우분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풍력사업

한국동서발전은 RPS 의무공급 비율 상승에 따라 대규모 풍력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준공된 호남풍력, 백수풍력, 경주풍력1에 이어 영광풍력과 경주풍력2을 건설하고 있으며, 영덕해맞이 등 

2개소에 대한 사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풍력사업 현황 

사업명 용량(MW) 연매출(억 원) REC확보*

준공

호남풍력 20 68 36,358

백수풍력 40 112 65,059

경주풍력1 16.8 64 34,140

건설 중
영광풍력 79.6 285 155,000

경주풍력2 20.7 83 41,000

전기사업허가취득 가덕산풍력 등 11개소 120 483 263,000

개발 중 영덕해맞이 등 2개소 468 1,884 1,026,000

*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며, 1REC는 1MW(1,000kW)로 산정됨 

▲ 호남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예정

▲ 경주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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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미래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해외 발전사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국 및 자메이카에서 운영 중이던 발전소와 더불어 2016년 인도네시아와 자메이카에서 신규 해외사업을 성공

적으로 수주하였습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정책과 맞물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에 발맞춰 ESS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울산시, 에너지공단 등 10개의 기관 및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22MW의 피크저감용 ESS를 울산화력본부 및 울산 산업단지 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구축하여 에너지효율화 사업(ESS MSP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운영 솔루션 제공을 위한 전력패턴분석 프로그램 개발, 본사 사옥 내 ESS 통합관리센터를 구축

하여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ESS 설비는 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등 발전시간이 불규칙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하여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신재생 단독사업이 아닌 44MW가량의 

‘신재생+ESS’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핵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 생산된 전력을 장치 혹은 물리적 매체에 저장한 후 필요 시 공급하는 설비

풍력, 태양광 연계 ESS 사업 

사업명 경주풍력 백수풍력 동해 하수처리장 태양광 횡성 태양광

용량(MW) 11 18 5 10

추진 실적 2016년 12월 착공 2017년 1월 EPC* 선정 임대협약 추진
2016년 10월

전기사업허가

*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ESS MSP* 사업

설치장소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울산 산단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총 7개 社)

용량(MW) 2 20

추진 실적 2017년 3월 준공 2017년 8월 착공

* Management Service Provider

66MW급

'피크저감 ESS',

'신재생+ESS' 

사업 추진

해외 
발전사업 
추진

한국동서발전은 당진, 울산 내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관련 요구 등을 충족하고자 지역맞춤형 

사업모델인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당진지역에 건설될 약 34만 평의 ‘e-Dream 

Park’는 신재생, 에너지신산업, 관광산업으로 구성된 융복합단지로 발전단지뿐만 아니라 신재생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친환경 에너지 체험장과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될 예정입니다. 한국동서

발전 본사가 위치한 울산 지역에서도 지역 맞춤형 모델인 ‘e-Clean City’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역주민 및 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미래산업 육성,’ ‘친환경 생태계 조성,’ ‘에너지신산업 개발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맞춤형 에너지신산업 플래그쉽 모델 구축

에너지
신산업 
개발

한국동서발전은 화력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석탄화력 시장의 

대안인 에너지신산업을 발굴·확산해가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건설을 계획 중에 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고도화하여 고품질의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500MW의 해외 설비용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운영 중이던 해외 발전소의 수익성을 확대하고 신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사업목표로 

삼아 안정적인 수익창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외사업 추진전략

전력 손실률 감축 

연료비 절감 노력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자메이카 발전설비 90%가 유가 변동에 취약한 유류(석유)를 주 연료로 사용

함에 따라 수익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연료 다변화를 위해 자메이카 전력

공사(JPS)와 함께 자메이카 디젤발전소를 가스복합발전소로 전환하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지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료수급 관련 자문과 가스발전소 운전기술 교육 등을 더불어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연료전환공사 준공과 함께 연간 265억 원의 연료비가 절감될 예정입니다.

해외 발전소 수익성 향상

한국동서발전이 40%의 지분을 소유한 자메이카 전력공사(JPS)의 전력 손실률을 감축하고자 전력설비를 

개선하고 IT 기반의 전력 사용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자메이카 현지 경찰과 협업

하여 불법 전력 절도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강화한 결과 전력 손실률이 전년 대비 0.22%p 

감소한 26.82%로 나타났으며, 전력 절도 범죄율은 15.84%로 전년 대비 0.14%p 감소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자메이카 정부가 연료 다변화와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190MW 규모의 자메이카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사업을 수주하며 미래의 수익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 3월부터 발전소를 건설

하고, 2019년 6월 운영할 예정이며, 준공 후 20년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판매하여 약 16억 달러의 

매출 확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인니전력공사(PLN)에서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남부 칼리만탄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며 추가 수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인 

칼셀1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25년간 운전·보수에 대한 기술지원과 전력판매로 약 27억 달러의 매출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사업 추진
해외 건설사업으로 

약 43억 달러 매출액 

달성 예상 

자메이카 전력공사운영 

당기순이익 240억 원

해외사업 추진전략

추진목표 2020년 500MW 2026년 1,500MW 2030년 2,300MW

재무목표

지표관리

2016 사업목표

안정적 해외사업 수익구조 확보

운영사업장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사업개발 확대

중점 추진사업 수익 확대 및 해외 건설사업 성공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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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발전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新)기후체제에 

대응하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과 더불어 발전산업 4.0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산·학·연·관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신사업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신기술의 빠른 변화 속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외부의 인적

자원·아이디어·기술을 활용하는 산·학·연·관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수전지 ESS 등 총 3건의 연구개발 과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발전소 현장실증 지원, 연구비 

투자, 기술 이전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협업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 과제

발전산업 4.0 기술개발 목표

기반조성 (~2015) 기술개발 (2016~19) 상용화 (2020~)

·기술현황 파악

·경제성·활용성 검토

·발전산업 접목

·원천기술 확보

·수익모델 검증

·국내외 시장 진출

▲ 해수전지 ESS 구축 산학협력

기술명
해수전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바이오매스 발전소 

고형연료 탈진시스템 

석탄재 건설재료

재활용 기술

내용

고가의 리튬을 대체한 무한한

바닷물로 전지를 저장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개발

연료저장고 내 비산먼지

포집·재연료화로 근무환경

개선 및 설비신뢰도 제고

석탄 폐기물을

가공처리 없이 

콘크리트 재료로 활용

연구 기간 2016~2018 2016~2018 2016~2017

협력사
한국동서발전, 중소기업,

UNIST, KTC, KTR, 울산시
한국동서발전, 중소기업

한국동서발전,

UNIST, 중소기업

참여 내용

·울산화력본부 10kW급

   현장실증, 연구비 투자

·셀소재, 부품 제공

·현장 실증 지원

·연구비 투자, 기술 이전

·석탄재 제공

·수익모델 개발

세계 최초 해수전지 

ESS 구축 

산학협력 연구과제 착수

한국동서발전은 급변하는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다양한 에너지원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경험

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최첨단 ICT 기술을 융복합한 발전산업 4.0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변하는 

전력계통 주파수(60Hz)를 안정적으로 조정하는 ‘주파수 조정용 ESS (에너지저장장치)’를 성공적으로 

개발·적용하였으며, 금속형 발전부품을 직접 제작하는 3D 프린터와 발전소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

하는 IoT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ICT 기술 전문기업들과 공동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전·정비·안전을 

위한 Io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진 9, 10호기에는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의 완성도를 

높인 스마트 발전소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 참여기관: 한국동서발전, SK텔레콤, 한전KDN, 한전산업개발

발전산업 4.0 기술개발

ICT 기술 기반

발전산업 4.0 선도

핵심기술 
연구개발

한국동서발전은 ‘고부가가치 창출형 핵심기술 개발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R&D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3대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 R&D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방향 수립

중장기 연구개발 3대 전략방향 

전략목표 고부가가치 창출형 핵심기술 개발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방향

로드맵

깨끗한 발전소

원천기술 확보 (~2016)

·미세먼지 발생 저감

·신기후체제 대응

·인프라 구축 

·핵심기술 선정 및 개발

똑똑한 발전소

기술 고도화 (2017~18)

·4차 산업혁명 선도

·에너지신산업 주도

·주요 핵심기술 실증 

·R&D 수익모델 개발

열린 발전소

핵심기술 사업화 (2019~2021)

·산·학·연·관 협업

·중소기업 협업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기술이전 및 기술료 획득

청정화력 및 신기후체제 대응

이산화탄소 차단 및 자원화 기술 개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개발이 전 세계

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현재 보유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한전 전력연구원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산화탄소를 저비용, 고효율로 분리·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고부가 화합물을 생산하는 자원화(NCCU)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포집공정 없이 이산화탄소와 가성소다(NaOH)를 반응시켜 베이킹파우더 등의 원료를 

제조하는 이 기술을 통해 향후 20년간 약 3,000억 원의 누적 수익 창출과 35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회 공공기관 

글로벌 연구개발 (GRD)

대상 수상

미세먼지 저감기술 확보

한국동서발전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설비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화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연구원 및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석유나 석탄의 연소 중에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탈질촉매 성능을 진단하고 사례를 분석하였

습니다. 탈질촉매 최적관리기준을 수립·시행하고 신촉매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농도가 47ppm에서 43ppm으로 저감되어 탈질촉매 성능이 8% 개선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및 발전회사의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한 ‘전력연구원 운영협의회’에 참여하여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현황 조사 및 대응기술 개발’을 과제로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자동측정장치 개발, 데이터

확보 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탈질촉매 성능

8% 개선
(질소산화물 농도 47ppm    43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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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상품 판매

실적 확보

연간 매출 창출

220억 원

30년 누적 매출

2,000억 원

기반구축기

도약기

안정기

건설관리

솔루션

연료관리

솔루션

발전정비

솔루션

발전운영

솔루션

·사업수행 및 협력체제 구축

·시장분석 및 단기상품 개발

·차별화된 마케팅 추진

·중장기상품 개발 

·국내외 시장 개척 

·사업수행인력 확대

·솔루션 상품 고도화 

·국내외 시장 확대

·원가절감, 이익률 제고

2016-2017

2017-2020

2020-

한국동서발전

한전KDN

두산중공업

한국전력기술

GE

한전KPS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노하우 보유 

전력분야 ICT 전문 인력 및

기술 노하우 보유

발전 설계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역량 보유 

발전설비 설계 기술력 보유 

산업인터넷 솔루션 플랫폼

‘자산성과관리시스템’ 보유

발전설비 정비기술력 보유

Special
Issue 01 INDUSTRY 4.0 시대를 선도하는

발전기술 SOLUTION 사업

발전기술 SOLUTION 사업이란? 

한국동서발전이 최초로 도입한 개념으로 발전소 내 수천 개 센서에서 실시간 수집되는 운전정보와 현장지식·경험, 문제

해결 능력을 최첨단 ICT 기술 (IoT, ICT, 빅데이터, AI 등)과 융복합한 신개념 사업입니다. 이는 한국동서발전의 본업인 

발전업에서 기술컨설팅, 운영업무대행 등의 서비스업으로 확장된 형태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산업 4.0을 선도하기 

위해 2016년 6월 발전기술개발원을 신설하여 다수의 신생 민간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기술 자원+ICT 기술’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발전사는 고품질·저비용으로 발전운영과 정비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산업의 미래성장 사업을 창출하는 상생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INDUSTRY 4.0 기반

솔루션 개발

발전산업 가치

20% 제고

EWP Plan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산업 4.0 기반 솔루션 사업을 통해 발전산업의 가치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4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발전기술개발원을 전담부서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2
회씩 진행되는 자체 실행과제 점검회의 및 본사 경영간부회의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EWP Strategy
한국동서발전은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솔루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기술협력 협

약을 체결하여 발전산업 4.0 협력체계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동서발전이 축적한 발전소 건설 노하우와 

협업사가 보유한 핵심역량을 결집하여 발전산업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6 EWP Performance
한국동서발전은 민간발전소 대상으로 2016년 성능관리 및 설비진단 서비스 판매를 착수하였습니다. 고

객사가 보유한 노후 발전소의 성능 및 설비를 진단하여 솔루션사업 최초 수익 1.6억 원을 창출하였으며, 

설비관리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용역을 수주하여 12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4D 시

스템을 포함한 당진 9,10호기 건설 노하우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완료시 약 50억 원의 수익

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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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SSUE

친환경 발전소 운영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현상, 미세먼지 이슈 등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 산업별 환경적 책임 이행이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발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국동서발전은 환경 친화적인 발전소 운영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산업으로부터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시뮬레이션하여 2030년 

배출예상량 대비 20% 감축목표를 설정 및 실현 중에 있으며, 각종 기후변화 현상으로 국가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2016년 전사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로 관리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운영에서 비롯되는 

비산먼지, 석탄재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석탄재 처리시설내 목초지 조성, 온배수 활용 가두리양식장 운영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UR STRATEGY & EFFORTS

FUTURE PLANS

기후변화 경쟁력지수

6년 연속 발전업종 1위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량 누계 270 만 톤

540억 원 효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 우수기업 수상 

5년 연속 자발적 참여

대기배출농도

전년대비 13% 감축 

1 위

5 년 연속

13% 감축

270  만 톤

석탄화력 리트로핏

(성능개선)

고효율, 저탄소

발전소 전환

탄소포집 및 저장,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온실가스

외부감축 사업,

비용 효과적 배출권

거래 전략 및 탄소시장

역량 강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제출된 국가별 기여방안(INDC)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산업계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동서발전을 포함한 발전부문은 규모가 큰 사업을 운용하고 

업의 특성 자체가 이산화탄소 배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과제가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로 미세먼지 감축이 채택됨에 따라 급격한 경영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국내 에너지산업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구축해 온 환경관리 Tool을 

협력사(Supply Chain)에 전수하여, 환경적 임팩트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 또한 한국동서발전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동서발전도 향후 환경 전략과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협력사의 환경적 

영향까지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

합니다. 

INTERVIEW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에너지공학

김경신 교수 

03
환경단체지역주민협력회사정부기관 

및 지자체

전력 그룹사임직원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사업

환경리스크

제로화

기후변화

대응

깨끗한

환경보존

OUR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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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입 후에는 배출권거래제 1기의 온실가스 할당목표를 준수하고자 저탄소 연료사용 확대, 발전설비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한국동서발전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동행사업에 2012년 최초부터 참여하였

습니다. 이는 동서발전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감축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여개의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실시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중소기업 5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하며 

에너지 절감과 580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지원 580톤

CO2

전세계적으로 점차 가속화되는 기후변화 현상 가운데 ‘적응(Adaptation)’의 중요성이 감축(Reduction)과

더불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부터 발전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과 

서비스 중단방지를 위한 중장기 피해저감 계획을 확보하기 위해 2016년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

습니다. 사업장별 폭염, 한파, 가뭄 등 6가지 기후노출 요소를 분석하고 취약성 평가와 리스크 평가를 실시

하였으며, RCP 4.5와 RCP 8.5 시나리오별 결과값을 도출하여 노후시설 보강,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개선 

등 다양한 적응대책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매 5년 마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재진단하고 이에 따른 적응

대책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RCP 시나리오란?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대표농도경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정책에 반영되는 

미래 온실가스 시나리오로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540ppm 이하인 

경우의 시나리오는 RCP 4.5, 온실가스 

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940ppm인 경우의 시나리오는 

RCP 8.5로 산출함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정

단계 수단 세부내용

기후변화 현황 분석 및 예측 기후변화 시나리오
·사업소별 특성분석 (지리, 기후 등)

·기후변화 경향분석, 미래 기후변화 예측

현재 기후 취약성 평가 취약성 평가 Tool
·취약성 평가 자료수집, 평가, 결과도출

·적응대책 시행 시설 및 분야 선정

미래 기후변화 / 리스크 평가 리스크 평가 Tool
·기후노출 수준 설정

·기후변화 리스크 항목 도출 및 평가

세부시행 / 계획수립 국내외 적응옵션 DB
·국내외 적응대책 사례, 비용 분석

·우선순위 설정, 세부시행 계획 수립

기후변화 경쟁력지수 6년 연속 1위 달성

한국동서발전은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 경쟁력 수준을 진단하여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기후변화경쟁력지수 

평가에서 2016년까지 6년 연속 발전업종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후위험, 기후성과, 시장기회, 정책협력, 

기후적응의 5개 분야에 대한 평가 가운데 기후변화대응시스템 운영,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초과 달성,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개발 등 동서발전의 고유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5년 연속 자발적 참여 및 3년 연속 우수기업 수상

한국동서발전은 세계 주요기업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대응을 평가하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5년 연속 자발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온실가스 SCOPE 3(기타배출량)까지 공개수준을 

확대하였으며, 3년 연속 우수기업 특별상 수상으로 기후변화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차별화된 최고 수준의 기후변화 대응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시상식

기후변화
대응

단위 : 만 톤온실가스 배출량

3,823
3,795

3,974
2015
2014

2016

온실가스 감축

한국동서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유기성 고형연료, 우드칩, 바이오 중유 등과 같은 저탄소 신재생 

연료를 화석연료와 혼소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6년 총 9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당진 #9, 10 및 울산4복합의 발전소 효율을 약 3%씩 향상시켜 총 29만 톤의  온실

가스를 저감하였습니다. 현재 1기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할당목표 대비 초과 감축량은 270만 톤이며, 이는 

약 540억 원의 경제효과로 환산됩니다. 

저탄소 신재생 연료 혼소 및 고효율 발전설비 도입

정부는 2016년 발효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2030 온실가스 배출전망대비 37%’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발전부문에서는 약 19.4%인 6,450만 톤의 감축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2030 배출전망

대비 20%에 해당하는 978만 톤의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중장기 감축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030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전략

2030 온실가스 중장기 전략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0% 감축전략목표

설비개선

72만 톤

신재생 확대

478만 톤

저탄소전원 전환

335만 톤

탄소포집

8만 톤

전략과제

2030 감축량

실행과제

배출권 확보

85만 톤

당진 리트로핏

(성능개선) 및

소내전력 절감

2030년 전체

설비용량 중

20% 확보

노후발전소를

고효율

발전소로 대체

CCS
(탄소포집 저장), 

CCU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및

상용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배출권 구매 및 

대응역량 강화

한국동서발전은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하여 별도의 포집공정 없이 이산화탄소를 베이킹

파우더 등의 고부가 화합물로 제조하는 NCCU 기술과 CO₂ 분리막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분리막 

기술은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만 분리되는 나노코팅 실리콘 막을 이용하여 기존 대비 운영비용 50%가 

절감되고 폐수발생량 및 설치공간까지 저감, 축소될 전망입니다.

탄소 자원화 및 CO2 분리막 기술 개발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량

182

누계 270

단위 : 만 톤

88
2015
2016

온실가스 감축 활동 (신재생 연료)

당진 1~4호기 (26만 톤 CO₂ 감축) 동해 (42만 톤 CO₂ 감축) 울산 기력 (29만 톤 CO₂ 감축)

서울시 등 5개 지자체

하수슬러지 등 (2% 혼소)

·#1,2 우드칩 5% 혼소

·#3 바이오매스 10만 톤 전소
바이오중유 (15% 혼소)

CO2 분리막 기술 개발

Test Bed 설계,

건설 타당성 검토

당진 현장 적용시험

(#5, 1MW)

분리막 모듈 및

상용기술 개발

2016년 설계 2017년 현장시험 2019년 상용설계

Step 1 Step 2 Ste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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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관리

한국동서발전은 사업소 인근 강 및 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 발전용 순수 생산, 탈황용수, 세정용수,

음용수 등 다양한 공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COD, SS, TN(총질소), TP(총인) 등 

수질오염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나, 한국동서발전은 이를 고도화된 자체 폐수처리시스템을 통해 법적 기준치

보다 강화된 자체 수질관리 기준으로 깨끗하게 처리하여 공정수로 재이용하거나, 방류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전력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법적기준치 보다 엄격한 

자체관리기준 이하로 관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설비형식 처리용량(㎥/hr)

당진화력본부
일반폐수처리 293

탈황폐수처리 197

울산화력본부
일반폐수처리 190

탈황폐수처리 8

호남화력본부
일반폐수처리 120

탈황폐수처리 150

동해화력본부 일반폐수처리 30

일산열병합 일반폐수처리 60

수질환경설비 설치현황

자체 폐수처리시스템

운영 

발전소별 수질오염물질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2016 배출실적 단위 : mg/ℓ

발전소 지역(종별)
COD SS 총질소 총인

규제치 배출치 규제치 배출치 규제치 배출치 규제치 배출치

당진 나(1종) 90 4.7 80 1.9 60 5.9 8 0.055

울산 나(1종) 90 6.1 80 3.9 60 7.1 8 0.034

호남 특례(1종) 40 9.3 30 5.3 60 16.7 8 0.2

동해 특례(3종) 130 2.3 120 0.5 60 2.1 8 0.005

일산 나(1종) 40 2.8 10 1.8 60 7.1 0.5 0

용수 사용량 단위 : 천 톤

2014 12,055

2015 10,267

2016 12,763

폐수 발생량 단위 : 천 톤

2014 3,161

2015 3,416

2016 4,006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약 30여 종의 폐기물 중 석탄재, 폐합성수지, 폐유 등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재활용처를 발굴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은 적법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발생량 (천 톤) 1,906 1,824 1,965

원단위 (톤/GWh) 37 37 38

재활용량 (천 톤) 1,851 1,635 1,706

재활용률 (%) 97 90 87

2016 폐기물

재활용률 87%

깨끗한
환경보존

한국동서발전은 고효율 환경설비를 설치 및 운영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은 탈황설비, 탈질설비, 먼지집진기, 수질오염물질은 종합폐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실시간 

관리하고 그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내화된 저탄장과 회처리장 운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소음방지시설 등 다양한 환경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체계

발전소별 대기오염물질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2016년 배출실적

발전소

SOx NOx Dust

배출허용기준

(ppm)

배출농도

(ppm)

배출허용기준

(ppm)

배출농도

(ppm)

배출허용기준

(mg/Sm³)
배출농도

(mg/Sm³)

당진(#1~8) 100 21 140 68 25 5

당진(#9~10) 80 22 70 47 20 3

울산기력 150 56 150 129 20 7

울산복합1 35 - 80 46 15 -

울산복합2 35 - 50 8 15 -

호남 100 70 140 116 25 3

동해 150 82 140 44 25 4

동해바이오 30 2 70 24 20 3

일산 35 - 80 34 15 -

대기환경설비 설치현황

발전소
차별화된 연료 조달 노력 탈질설비 집진설비

설치수(개) 설비형식 설치수(개) 설비형식 설치수(개) 설비형식

당진화력 10
습식석회석

10 SCR 10 전기집진기
석고법

울산화력 3
습식석회석 5 SCR

3 전기집진기
석고법 3 SNCR

호남화력 2
수산화

2
SCR

2 전기집진기
마그네슘법 SNCR

동해화력 2 노내탈황 - - 2 전기집진기

환경오염물질 처리도

배연감시

자원재활용

석탄비산방지

회처리장

황산화물제거 먼지제거 질소산화물제거 소음방지

수질검사

수온감시

터빈옥내화

터빈·발전기

배수

폐수

종합폐수처리장

가정·공장
배연탈황설비 전기집진기 배연탈질설비

석탄하역

SOx

석고 AshAsh

Dust NOx

저탄장

한국동서발전은 탈황, 탈질, 전기집진기 등 대기환경설비를 설치하고 법적 배출허용기준 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환경 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SOx (황산화물)

NOx (질소산화물)

Dust (먼지)

단위 : 톤

11,965

21,552

651

13,755

24,799

687

12,741

21,965

612

2015

2015

2015

2014

2014

2014

2016

2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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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주관)

저탄장 비산먼지 등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동서발전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환경모델 지원사업을 구축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용 순수생산, 폐수처리, 환경설비 운영 등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염산, 가성소다, 암모니아 등이 있으며, 해당 화학물질 사용으로 환경피해는 없으나 더 안전한 

일터구현과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한 일반화학물질로 대체하여 

사용 중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화학물질 및 위험물 안전진단, 취급설비의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화학 사고 시 비상대응 프로

세스를 구축하고 대기확산 모델링을 시행하는 등 화학 사고의 선제적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현황 및 안전관리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터빈, 변전소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저감을 위하여 소음 감시 시스템을 설치 및 

실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음 발생 시 알림 경보와 함께 담당자 연락처로 SMS 문자가 전송되며, 담당자의 

연락을 통해 각 발전부서의 중앙제어실은 증가방출 소음, 안전변 개방 등 즉각적인 소음발생원 감소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발전소 인근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 오염도 및 누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토양 오염도검사는 발전용 연료 저장 및 취급으로 인한 토양의 기름 오염 여부를 검사하여 

쾌적한 토양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음 및 토양 관리

한국동서발전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따른 영향 범위 및 정도를 분석하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정부의 화학 사고 대응정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급시설의 설치단계부터 운전, 비상단계까지의 사고예방시스템을 가동하며 화학 사고로 인해 

외부의 사람 및 환경이 받게 되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가고 있습니다.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수립

하이드라진, 

메탄올, 

이산화염소 

사용 중단

비산먼지 예방 노력

한국동서발전은 고체연료(석탄)를 보관하는 장소인 저탄장을 옥내화하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비산먼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진 3저탄장 밀폐형 옥내 저탄장을 최초 건설하였

으며, 현재는 기존 1, 2저탄장 옥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1년까지 당진화력본부의 모든 저탄장을

옥내화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적 부담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탄장 옥내화

지역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2억 원 비용 절감

한국동서발전은 연소하고 남은 석탄재가 매립되는 회처리장의 유휴부지를 목초지로 조성하여 지역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진화력본부는 2016년 지역 축산농가와 함께 약 2만m² 면적에 호밀을 

파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산먼지 관련 환경민원 감소와 부지 임대비용 절감, 보조 사료 수입 대체 

등으로 지역 농가가 약 2억 원의 비용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목초지 조성

목초지 조성 추진도

저탄장 옥내화 추진

유해화학물질 사용현황

구분 당진 울산 호남 동해 일산

염산 931 455 109 11 73

가성소다 963 1,378 1,793 26 62

암모니아 4,105 1,114 1,832 0 0

암모니아수 0 0 0 0 195

하이드라진

안전한 일반화학물질로 대체 사용 중메탄올

이산화염소

합계 5,999 2,947 3,734 37 330

단위 : 톤

국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Chemi-Cation Week*을 개최하여 화학물질 위해성 사전 예방 및 사용에 대한 대국민 소통을 추진하였

습니다. 약 2만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한국동서발전은 화학물질의 친환경적 관리와 고효율 환경설비 

운영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예방 실천을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 화학물질과 커뮤니케이션 합성어로 정부·기업·국민이 화학으로 함께 소통함을 의미함

Chemi-Cation Week 2016 참가

▲ Chemi-Cation Week 행사

·회처리장 부지 조성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사업

Step 1
2015

·당진 3저탄장 밀폐형

   옥내 저탄장 건설

   (2015.8)

Step 2
2016

·기존 1,2 저탄장

   옥내화 추진 기초조사

·옥내 저탄장 TF구성

Step 3 Step 4
2017 2021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2017.11)

·옥내 저탄장 준공

   (모든 저탄장 옥내화)

지역

축산농가

·목초지 조성

·보조사료 염가이용

지방

자치단체

·인허가 및 축산경영 지원

·보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동서발전) 환경민원 감소

· (농가) 사료수입 대체 등 약 2억 원 비용 절감 

▲ 회처리장 목초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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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환경 리스크 발생을 제로화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소별 전반적인 

환경관리 체계 점검으로 도출된 리스크 발생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비개선 등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

하고 있으며, 발전소 가동 후 5년까지의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변지역 대기질, 해양수질 등의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석탄재, 석고 등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30여 종의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2018년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대비하여

석탄재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자 15%가량 가볍고 생산비를 30%까지 줄일 수 있는 고품질·저가의 건축

자재를 개발하였습니다. 더불어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가공공정이 필요 없는 저회**의 콘크리트용 

재활용기술 개발을 신규 착수하며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령 

**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종류이며 콘크리트 혼화재 등으로 재활용되는 비회와 달리 대부분 매립되고 있음

자원 재활용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환경리스크 진단 시행

환경 법규의 세분화 및 개정이 빈번이 발생됨에 따라 환경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무자의 이해 

및 역량 증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사내 전문변호사를 채용하여 환경 법률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사내·외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진단 전문위원을 통해 전사 환경리스크 진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사적 환경기술 자문과 더불어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 등의 환경법 

적용 실태와 미비사항을 진단 받았으며, 진단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수립과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여 

환경 진단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석탄재 

매립비용 절감

연간 12억 원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활용한 전복양식을 공식 실용화하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모델 지원사업을 구축하였습니다. 75%의 높은 생존율을 보인 가두리양식 전복은 0.9억 원의 농어민 

소득 증대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소 인근 지역에 파프리카,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시설단지를 

조성하여 온배수 활용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배수 재활용
지역어민 소득 증대

연간 9천만 원

사후환경영향평가 현황

구분 당진화력본부 1~8호기 당진화력본부 9~10호기 동해바이오화력본부 울산 #4 복합화력본부

조사기간 1994.07 ~ 2017.12 2009.10 ~ 2021.06 2011.12 ~ 2018.07 2012.06 ~ 2019.07

조사항목
온배수 확산, 대기질, 소음, 토양, 해양수질·저질,

해양 생태계, 농작물, 육상식물, 친환경적 자원순환

한국동서발전은 사업 시행 전의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건설하는 시점부터 가동 후 5년까지의 사후환경

영향조사와 발전소 수명기간 동안의 발전소 운영 협의를 시행하여 발전소의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대기질, 소음, 토양 등 발전소 주변의 환경영향 조사를 수행

하고, 조사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승인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후환경관리

환경
리스크 
제로화

석고 및 석탄재 재활용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석고

발생량 (천 톤) 467 495 509

재활용량 (천 톤) 459 480 507

재활용률 (%) 98.3 97 99.6

용도 석고보드, 시멘트 원료 등

석탄재

발생량 (천 톤) 1,872 1,801 1,881

재활용량 (천 톤) 1,844 1,616 1,699

재활용률 (%) 98.5 89.7 90.3

용도 콘크리트 혼화재, 시멘트 원료, 성토재 등

석탄재 재활용

석탄재 발생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고품질·저가의 

건축자재 개발

재활용 결과

10만 톤의 석탄재 재활용 시 

12억 원의 매립비용 절감 및 

8만 6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 온배수 재활용 전복양식

온배수 재활용 사업 추진체계

양식기술 개발

2015.1

·가두리양식 연구 

   개발과제 시행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온배수 양식장 실용화

2016.1

·어업허가 취득 (당진시)

·온배수 양식장 직접 

   운영 (당진화력)

어민에게 공급
효과

2016.4

·중간육성 전복 

   지역 해양방류

   - 전복 5만미 방류

·지역어민 소득증대

   - 0.9억 원/년

환경진단 프로세스

사내·외 

진단전문위원 구성

환경예방활동을 위한 

단위조직별 핵심역할 

수행 및 기술 자문

전사업소

환경 리스크 진단

현행 환경법 (대기, 수질, 

화학물질관리법 등) 적용 

실태 및 미비사항 검토

사업소별 검토 

및 개선계획 수립

진단결과 공유 

및 피드백 강화

진단결과에 따른

리스크 산정,

개선계획 수립

환경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실효성 극대화

사후환경관리 절차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

조사보고서 작성

(해당사업소)

보고서 취합

(발전처 기후환경팀)

승인기관 보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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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성분 및 발생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배출형태

2030년 전사 대기오염물질 77% 감축 (석탄화력)

구분

대상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목표

저감대책

STEP 1. 2019년

문제점

열교환기 막힘 현상 및

빈번한 부식 발생

탈질 촉매 막힘 현상 및

연소불안정 해소

추진성과

·성능저하 방지를 통한
  황산화물 농도 저감
  (24ppm  21ppm)

·재질개선으로 열교환기
  운전 신뢰도 확보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저감
   (73ppm  63ppm)

·탈질설비 운전 신뢰성 
   확보

추진내용

·탈황가스 열교환기 모양 개선
  (기존)열소자 이중물결무늬 
  (개선)단물결무늬, 간극확대

·탈황가스 재열기 구조물 재질 강화
  (기존)강철 + 저합금강  (개선)고합금강

·탈질촉매 타입 개선으로 탈질약품 반응성 증대
   (기존)벌집모양 촉매  (개선)평면 촉매 적용

·촉매전단에서 대형 Ash를 포집하여
   탈질 촉매 막힘 예방

2015년 대비 31%

·당진#1~8: 탈질촉매 1단 추가

·동해#1,2: 탈질설비(SNCR) 신설

·호남#1,2: 탈질촉매 교체

·당진#1~8: 고효율 환경설비로 교체, 신설

·동해#1,2: 고효율 환경설비로 교체, 신설

·호남#1,2: 연료대체, 바이오전환

53% 77%

STEP 2. 2022년 STEP 3. 2030년

환경 방지설비 보강 및 성과

미세먼지(PM2.5) 2차 생성과정

미세먼지 크기 비교 미세먼지 성분 구성 단위 : %

기타

광물

탄소류와 검댕

황산염, 질산염 등

선제적인 설비보강으로

석탄화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년대비 15% 감축

미세먼지 전구물질

6만 톤 조기 감축 예정

18.6%

6.3%

16.8%
58.3%

PM2.5

미세먼지 10㎛ 초미세먼지 2.5㎛

바다모래 90㎛ 머리카락 

50-70㎛

미세먼지는 크기가 10㎛ 이하인 미세먼지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로 구분되며, 자동차, 발전소, 산업

공정 등의 화석 연료 연소에서 발생하는 황산염·질산염(58.3%)과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에 의한 탄소

류와 검댕(16.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석연료 연소, 자동차, 산업생산 공정, 바이오매스 연소 등 

인위적인 발생원 외에도 황사, 화산활동, 흙먼지, 꽃가루, 파도에 의한 비산염분 등 자연적인 발생원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크기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합니다. 50㎛ 이상인 먼지는 자연 침강되거나 

지표에 침적되는 정도이지만, 2.5㎛ 이하인 먼지는 폐, 피부 등을 통하여 혈관내에 침투되거나, 인체내 

기관으로 이동하여 순환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발생원에서 입자상 물질의 형태로 배출

되는 직접배출과 SOx, NOx 등 가스상 물질의 광화학

반응을 통한 간접배출로 발생됩니다. 간접 배출의 

경우 화석연료 연소에서 기인되는 SOx, NOx 등 

전구물질이 수증기, 오존(O3)등과 반응하여 산화

물을 생성하고, 이는 공기중 암모니아(NH3)와 반응

하여 미세먼지를 생성합니다.

15%

6만 톤

선제적
설비보강

조기 감축
전략 수립

EWP 미세먼지 감축 노력Special
Issue 02 미세먼지 

바로알기

전구물질 반응인자, 중간생성물 2차 생성 PM2.5

정부와의 감축목표 합의

2016년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전국 14%, 수도권 11%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국내요인 중 하나로 석탄발전소가 지목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에너지 

기업 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국내 발전사들은 2030년 오염물질을 2015년 대비 50%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체적인 초과 감축목표 수립

한국동서발전은 정부의 감축목표 보다 높은 자체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방안으로 전력 

수급상황과 연계한 단계적 환경설비 성능개선 및 고효율 설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습니다.

선제적 설비보강

한국동서발전은 환경 방지설비의 선제적 보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전년대비 15% 저감하였습 

니다. 탈황설비의 열교환기 모양 개선으로 막힘현상을 해소하였고, 탈질촉매 타입을 개선하여 반응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조기 감축 전략 수립

한국동서발전은 준공 후 25년 도래시 실시하는 성능 개선공사를 5년 조기 착공하여 미세먼지 전구물질 

6만 톤을 조기 감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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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SSUE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

한국동서발전은 배려와 안전의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한국동서발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또한, 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한국동서발전의 직원과 협력사,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까지 지키는 것이 한국동서발전의 중요한 책임 요소임을 인식

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인사관리, 임직원의 역량교육, 노사와의 협력 등 인간존중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경영을 추구하여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전소에서 

생길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으며, 임직원 건강관리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UR STRATEGY & EFFORTS

교육훈련 참여 인원

전년 대비 30% 증가

재난대응 한국훈련

4년 연속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

전년 대비 16.1% 증가

안전문화 성숙도 종합등급

4단계 진입

38,586명

812 명

4.03 점

S 등급

04
지역주민협력회사정부기관 

및 지자체

전력 그룹사임직원

가족

친화경영

안전보건

경영 활동

빈틈없는

재난대응

임직원

역량개발

공정한

인사제도

선제적

안전 예방

FUTURE PLANS

발전소에는 근무자 상당수가 협력업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난 10년간의 안전사고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산업안전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본을 지키자”는 5대 안전수칙 관련

동영상을 방영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질병 및 스트레스 방지 교육 등을 지원하고 근무

환경 내 위해요인을 측정하여 일상생활 속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동서발전은 국가기반시설로서 자연재해 및 

테러와 같은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에너지 

공급문제 등 2차적인 사고 방지에 특별한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내진설계, 감지설비 등 정부권장기준 이상의 

재난 발생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후대비로는 

전 직원 대상 복합재난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한 

정보전파 및 대피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내 안전사고가 과거 대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예측 

불가한 사건·사고로 인명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재해율 0%의 희망을 끝까지 

잃지 않고 향후 ICT 기술 기반의 재난안전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등 직원 개인과 가족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기업

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INTERVIEW

안전품질실 재난안전팀 

김종하 차장

직무역량(NCS)

기반 인사관리체계

확립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정립

개방형계약직

인사관리체계

보완

재난유형별 

대응체계

현실화

협력사

안전관리 수준

격차 해소

OUR PERFORMANCES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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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공정한 채용과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차별 없는 직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여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직원 역량개발

공정한 인사제도

한국동서발전은 NCS 직무능력 수준을 기반으로 채용, 배치 및 경력개발, 교육, 평가 및 보상의 인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 27개 직무와 90개 보조직무로 분류하였고 직무

능력수준을 고졸 및 대졸 수준으로 범주화하였습니다. 채용 시 직무기술서 및 채용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서류 작성 시 사진, 학력, 해외연수 등 직무 관련성이 낮은 항목은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청탁자는 채용 시 배제하고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하는 등 철저하고 공정한 능력 중심 채용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능력중심 채용

직급별 역량 강화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의 직급에 따른 전문성을 고려하여 직급별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단발성으로 

진행되던 기성간부 대상 리더십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도화하였으며, 잠재적 여성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EWP 독서경영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임직원의 

창의력 및 소통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을 통해 독서경영 통합지원 시스템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대상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용

대상을 성별, 학력, 지역인재,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여 각 범주별 채용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전 범주 채용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지역인재 채용 부문에서는 기존 목표 대비 약 17%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사회형평적 채용

지역인재 채용

목표대비 17%
초과 달성

한국동서발전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공백기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고용제도 활성화로 

시간선택제 근무 여성이 2014년 7명에서 2016년 2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고용

한국동서발전은 학력이 아닌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NCS 기반의 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실시하고, 승진 자격 요건과 연봉등급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간에 합리적인 수준의 

차등을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고등학교 졸업 직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내대학 및 일반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력 차별 방지

시간선택제 근무 여성

2015
2014

단위 : 명

20
15

2016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독서경영 우수직장

2년 연속인증

역량개발 교육 개선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의 역량개발 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 자원 및 교육담당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1개 부서였던 교육조직을 3개 부서로 확대하여 교육 인프라 자원을 확충하였고, 교육

담당자의 인적자원관리사 자격증 취득과 2016 ATD ICE 인재개발 컨퍼런스 참석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전 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을 매년 의무화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교육에 반영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인당 교육시간은 211시간으로 국내 공공기관 대비 4.5배 높은 실적을 나타냈으며, 전 임직원 역량지수는 

4.76점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훈련

결과

예산 (천 원)

24,628

29,735

교육인원 (명)

2,680

2,540

2,697

2014

2015

38,5862016

행복한
일터

7

사회형평적 채용 제도 채용 목표 채용 성과

범주 제도 및 목표달성 노력 채용 목표 및 성과

성별 여성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 시간선택제 경력단절여성 우대, 적합직무 추가 발굴

학력 고졸 · 분리채용 시행 (대졸자 하향지원 방지 등)

지역

인재

전체
· 채용목표제 확대 시행

· ‘대학생 에너지 잡서치’ 프로그램 지속 추진

이전지역 · 채용우대 운영

사회적

약자

장애인
· 분리채용 시행

· 채용우대 운영
취업지원

23.6%

20.3%

52.1%

12.1%

3.4%

9.4%

15%

20%

35%

10%

3%

9%

기성간부 대상 리더십 교육체계

 2, 3직급 4~6년차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 

정기적 시행 제도화 

내용 : 감성·진정성·

변혁적 리더십 

교육만족도 99%

신기후체제

(Post~2020) 출범

미래사업 혁신리더 필요

기성간부 리더십 중요

기존 리더십 교육체계 조직 니즈
기성간부 리더십

(제도 정례화)

기성 간부 승진자

특정이슈

발생 시

단발적 시행

·1직급 : 1대1 코칭, 집합교육

·2직급 : 1대1 코칭, 집합교육,

            이러닝

·3직급 : 집합교육, 이러닝

여성관리자 육성 제도 운영

한국동서발전은 2018년까지 여성관리자 6% 확보를 목표로 하여 인사 4대 분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리더 후보 pool 확보를 위한 채용분야, 여성승진 확대를 위한 승진분야, 여성리더 육성을 지원하는 

교육분야,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인사 4대 분야

[채용] 여성리더 후보 Pool 지속확보 [승진] 여성승진 확대 기반강화

· 채용목표제 : 신규채용인원의 15% 이상

· 승진 유자격자 지속 증가 (3직급 승진기준)

· 고위직승진 서열명부 반영 의무화

· 승진 소요기간 단축 : 여성 우선 보직부여

[교육] 여성리더 육성 지원 (정례화) [일·가정양립] 모성보호 및 가족친화 문화조성

· 여성관리자 (3직급 이상) 역량향상교육 (총 32명)

· EWP 미래 여성리더 양성교육 (총 54명)

· 정시출퇴근 Lucky 7 Time-Out 강제 소등

· 육아휴직 3년 운영

· 직장어린이집 확대 : 1개 → 2개 (당진, 울산)

단위 : 명여성 승진 유자격자

23 26
30

2014 2015 2016

단위 : 점여성직원 역량지수

4.42
4.57

4.71

2014 2015 2016

단위 : %여성관리자 비율

3.7
4.3

4.9

2014 2015 2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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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안전 예방

한국동서발전은 협력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었던 단기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정비숙련도별 안전관리로 

표준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현장 근무자들을 정비 경험이 없는 신규 근로자, 100일

미만인 비숙련 근로자, 100일 이상인 숙련공으로 색상이 다른 식별 조끼로 구분하였고, 숙련도에 따라 

단순 수리부터 출력감발 관련 중요작업까지 작업배치를 표준화하여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정 교육 및 자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비숙련도별 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는 것은 한국동서발전 지속가능경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선제적 안전 예방과 안전보건경영 활동, 빈틈없는 재난대응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경영

유연근무제 유형

근무 유형 개념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 시간 자율 조정

근무시간 선택형 주 5일을 근무하되,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집약근무형 주 3.5~4일 근무하며 1일 근무시간을 10~12시간 내에서 조정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스마트워크 근무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직원 의견 실행내용

급여 보다는 휴식 · 보상휴가제 도입·운영 (초과근무시 휴가로 100% 보상)

장기 휴가 필요 · 연차휴가이월제 (저축제)

눈치 보지 않는 휴가 신청
· 휴가원 휴가사유 입력란 삭제

· 휴가사용실적 내부평가 및 팀장 개인 KPI 반영

휴가 개정에 관한 임직원 의견 및 피드백

계획예방정비공사 안전관리 강화

한국동서발전은 직원 및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획예방정비공사* 안전관리 지침을 개선

하였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통계 분석한 결과 계획예방정비공사 내 사고 발생 비율이 44.5%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공사기간 우선 공정관리’를 안전감독관의 필수 입회점** 점검 후, 불량 시 후속 

공정을 중지시키는 ‘안전우선 공정관리’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3건

으로 전년 대비 75% 감소하였습니다.

* 발전기의 성능유지와 각종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설비의 신뢰도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 감독자가 작업 진행 중 검사하고자 하는 지점

안전사고 발생건수 단위 : 건

MOM(엄마마음)편한 패키지

안전한
일터한국동서발전은 유연근무제도를 개선하여 임직원의 업무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의 시차출퇴근 

활용 기간을 1주일 단위에서 1일 단위로 단축하였고, 보안 문제 및 업무시스템 접속 제약으로 불편했던 원격

근무를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근무 일수를 줄이는 집약 근무 형식인 

주 4일 근무 제도를 추가 시행하여 유연근무제 유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이 

812명으로 전년 대비 16.1% 상승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만족도

2016년 90점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

699
598

단위 : 명

812
2015
2014

2016

휴식은 임직원의 경쟁력과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충전의 시간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의 휴식 및 

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문화를 만들고자 전 직원 대상 실천 서약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휴가에 대한 임직원

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제도를 보완한 결과 장기휴가 사용자가 전년 대비 49명 상승하였습니다. 

직원의 휴식 존중

임직원 복지만족도

2016년 85점

장기휴가사용자

554
555

603
2015
2014

2016

단위 : 명

한국동서발전은 엄마와 아이를 위한 MOM(엄마 마음)편한 패키지를 운영하여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의 

단계별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출산휴가 수요조사를 통해 휴직 대상 직원의 대체인력을 

충원하여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덜고자 하였습니다. 

육아제도 지원

가족친화 우수기업

2010년~2018년

3회 연속인증

육아휴직 사용자

41
21

54
2015
2014

2016

단위 : 명

임신 출산 육아구분

·임신기 단축근무

·태아검진휴가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무

·시간선택제근무

·재택근무

제도

·베이비샤워
·신생아 작명서비스

·출산축하금
·직장어린이집복리후생

작업개시 전 작업 계획을 주지시키고, 위험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인 TBM(Tool Box Meeting)은 협력사별 

시행방법이 상이하고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TBM의 중요성이 간과되지 

않도록 TBM 시행 기준을 위험도출, 게시·공유, 작업시행, 종료 미팅 순으로 표준화하고 대책 미흡 시 사고 

보고서를 등록하도록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상황에 대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지며 안전사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현장 안전 커뮤니케이션 강화

▲ 현장 발전설비 점검

13
22

3
2015
20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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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경영진의 안전관심도를 높이고, 직원 및 협력사의 안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소통 

안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계획예방정비공사 고위험 작업시기에 공사 현장 활동을 직접 지휘

하고 TBM에 참여하여 안전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 주관 사업소,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토론회 및 CRO 주관 EWP-협력사 안점 담당 합동 워크숍을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공유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공사 재해율*이 0.19%로, 2016년 목표(0.52%)를 63.5%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 임금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

안전보건경영 활동 빈틈없는 재난대응

솔선수범의 소통 안전경영
발전소 자체사고 대비체계 보강

한국동서발전은 연료용 가스 및 가연성 가스 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용 CCTV 감시 시스템을 보강하여 총 849대의 

CCTV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본사와 사업소가 함께 감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저장시설의 감시범위 확대로 위험시설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력으로 운용되던 화재 감시 모니터링을 자동 감지 기능으로 개선하여 2017년부터 

전사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 발생에 따라 지진 대응기준을 강화하였

습니다. 지진 발생 시 상황전파 대상을 기존 직원에서 협력사까지 확대하였으며, 기존 지진 규모 4.0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던 대응 프로세스가 지진 규모 3.0 발생 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더불어, 201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발전소 건축물에 대하여 1단계 내진보강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5월부터 2020년까지 내진보강 2단계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내진

설계기준 수립 용역을 진행하여 지속적인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진 대응 강화
한국동서발전은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한 일터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건강 전담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직원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질환별 맞춤 상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100세 시대 건강생활 실천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을 개최하여 건강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흡연, 비만, 스트레스 없는 ‘3 Zero 직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기초 건강 검진, 정신건강 관리, 운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더욱 건강한 한국동서발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직원 안전보건 활동

2016년 발주공사 

재해율

0.19%

당진화력본부 및 울산화력본부 주변에는 석유화학단지, 가스단지, 석유화학공단 등이 위치해 있어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사 최초로 국민안전처와 함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형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당진화력본부는 화학사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서산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울산화력본부는 SK가스 등 6개사와 

상호응원 협정을 맺었습니다. 아울러, 소방차 및 자체소방대 초동조치를 지원하는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

하여 주기적 합동훈련으로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서 4년 연속 S등급을 획득하고 비축자원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난대응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발전소 주변사고 공동대응체계 구축

2013~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S등급 선정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계획 프로세스

한국동서발전은 협력사와의 안전관리 인식 및 제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협력사의 안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진본부, 금화PSC 등 4개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지원하며 전사 상주 협력사의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울산 신규 

협력사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비를 지원하며 협력사의 안전을 함께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사 안전관리 지원

전사 상주 협력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완료

▲ 경영진의 안전보건경영 활동 참여

한국동서발전은  전 사업소 2~4직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LSCAT*을 사용하여 안전우선순위, 참여도 등 

9개 분야의 안전문화 성숙도를 측정하였습니다. 2016년 성숙도 종합등급은 전년 대비 0.06점 상승한 4.03
점으로 ‘상호안전수준’ 등급에 진입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성숙도 측정 결과 필요성 인식, 안전우선순위, 

경영진 지원 분야 점수는 선진기업 수준이었으며, 안전업무 참여도, 안전업무 지원도 분야는 전년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점수가 다소 감소한 위험인지, 작업환경, 규칙과 절차 이해 항목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전문화 성숙도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 영국보건안전청(HSE)과 Loughborough 대학교 위험관리센터에서 공동 개발한 안전문화진단 Tool

안전문화 성숙도 수준평가

안전문화 성숙도

3.97
3.95

4.03
2015
2014

2016

단위 : 점

▲ 건강 전문가 강연 ▲ 운동 프로그램 지원
▲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사례 및 

위험성 분석 

공동활용 자원 

확정 

유관기관 

지원협정 체결 

공공기관 전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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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ISSUE

협력회사 동반성장

국내 전력산업 시장이 점차 포화되어가고 신산업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회사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협력회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한국동서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지역사회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가능케 하는 토양이며 터전입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동반성장이라는 거름을 더하여 협력사와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강조하는 CEO의 의지 아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추진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초보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파워실크로드 프로젝트 등으로 협력회사의 해외판로 개척을 도와 수출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OUR STRATEGY & EFFORTS

FUTURE PLANS

발전기자재

2016년 국산화율

조선기자재협력기업

상생협의체 구축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 

해외 수출액

공동연구개발과제 

최다 발굴 기관 선정 

10년 연속 우수기관

83% 

12,353 억 원

10 년
공기업
최초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창업·벤처·강소기업 

육성

조선소 및 해운산업 

실질적 지원

발전정비 시장 

민간개방 대응

(주)에이피이씨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설비 및 시스템 전문 

기업으로 2008년 설립 이래 환경보존을 위한 대체 에너지 

개발과 이를 연계하는 전력시스템에 이르기까지의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과는 2010년 

산청양수 소수력 발전설비 및 이설 프로젝트를 계기로 꾸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당진제2소수력, 북평해양

수력 등 최적의 발전설비 공급에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가장 많이 도움이 된 부분은 중소기업 자체 개발

제품 Test-Bed 협약으로 자사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당진

화력본부를 실증단지로 제공받은 점과 실증된 기술력에 대한 

인증서까지 발급 받은 점입니다. 이를 통하여 국내외 판로개척을 

이루며 신규 매출 창출의 기회를 얻고 있으며, 자체 제품 확보는 

자사의 고용창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월에는 한국동서발전이 주관하는 해양수력 발전

설비 출력 안전화를 위한 에너지 저장장치용 PMS(프로젝트

관리시스템) 개발 연구과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바닷물로 전지를 저장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개발을 위한

이 과제를 통해 향후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품질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주)에이피이씨는 이와 같은 국내외 프로젝트 및 연구과제에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동서발전의 활발한 기술 

집약적, 전략적 동반성장 제휴가 유지되길 기대합니다. 향후 

한국동서발전과 발전 분야의 든든한 엔지니어링 및 해외사업 

파트너로 성장하고 협력관계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INTERVIEW

(주)에이피이씨

백승남 대표

05
지역주민협력회사정부기관 

및 지자체

전력 그룹사임직원

중소기업

핵심역량 강화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

체계적인

동반성장 추진

및 관리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OUR PERFORMANCES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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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CEO의 동반성장 추진 의지를 반영한 동반성장 4.0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Total 
Solution Provider 육성’, ‘고부가가치형 연구개발 확대’, ‘EWP 동반성장 에너지밸리 운영’, ‘中企 주도 수출 

New 플랫폼 운영’의 4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중소기업 제품 실증사업화 지원

한국동서발전은 공기업 최초의 발전소 실증사업으로 중소기업 자체개발제품 검증을 도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증사업에 9.5억 원을 지원하여 상·하반기 2회씩 중소기업 자체개발

제품을 시연하고 개발제품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 18건의 실증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성능인증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56억 원 규모의 인증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사업화를 통해 945억 원의 신규 매출을 창출하였습니다. 

발전소 실증지원사업 프로세스

발전기자재 국산화율 제고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설비로는 국내제품보다 성능검증이 입증된 외산 제품이 주로 사용되었

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국내기업의 기자재 개발을 돕기 위해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외산 기자재의 국산화 

가능품목을 선정하여 고부가가치형 국산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산화 연구개발 

확산협의체를 구축하여 한국동서발전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결과 2016년 전체 외산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율이 83%에 달하였고 80억 원 상당의 원가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전기자재율 국산화율

82
81

83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확대

한국동서발전은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운영 기술 확보 및 원가절감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별로 상이했던 연구과제 요구 방향을 개선하여 외산제품 국산화, 신제품개발, 융복합 신기술, 

신사업·신재생에너지 등 4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연구개발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수준을 계약에서 협약으로 낮추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더불어 

172억 원의 연구개발 협력펀드 조성으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40건의 연구과제를 발굴한 결과 

공공기관 최초로 9년 연속 과제발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협력펀드 

조성금액

172억 원

국산 가스터빈 발전소 운영

한국동서발전은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LNG 발전소의 가스터빈 부품을 국산화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제품으로 대체 사용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성과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일산화력본부에서 

국산화 전용 가스터빈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개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스터빈 국산화 

연구개발 기술교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사례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56%의 가스터빈 국산화율이 2016년 78%까지 

성장하여 해외 정비비용 11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스터빈 국산화율

78% 달성

(해외 정비비용 110억 원 절감)

판로개척

성능인증 취득,

국내외판로

개척

가치발전
동서동행

동반성장위원회 조직도 및 역할

체계적인 동반성장 추진 및 관리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사 중 유일하게 13년 이상 동반성장센터를 운영하며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건설기술 

기능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을 실천하고자 CEO, 본사조직, 사업소, 중소기업협의회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 자문, 발전설비 교육,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등 전사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성장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조직 운영

한국동서발전은 동반성장 모델에 대한 개선과 동반성장 핵심과제 선정을 위해 132개의 협력중소기업 및 

동서발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5개의 세부 설문항목을 선호도 순으로 분석

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공동 R&D 개발지원, 해외 수출지원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등 5개의 동반성장 과제를 추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 과제별 목표를 설정하고 과제 해결 

노력을 평가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동반성장 과제 선정

전사 동반성장

추진 총괄 지휘

중소기업 기술 자문,

실무자 발전설비

교육 등 지원

사업소별 구매상담회,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개선 참여

동반성장위원회

CEO 본사조직 사업소 중소기업협의회

한국동서발전은 동반성장 가치가 전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성과평가 지표에 동반성장 과제를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소협력사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고부가가치형 공동 

R&D 확대 등 동반성장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실적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동반성장 실천 의욕을 고취하고 있으며, 2016년 약 56억 원이 증액된 275억 원의 지원예산

으로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성과평가 지표 운영

동반성장 지원 예산

275억 원

동반성장 과제 추출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공동 R&D
개발지원

해외

수출지원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일산화력본부 국산화전용 가스터빈 ▲ 실증지원사업 협약

단위 : %

2015
2014

2016

사업소 검토

현장적용

가능검토

협약체결

사업추진

협약

시범설치

현장설치

시범설치공모

상·하반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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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불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과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선기자재 

협력사의 발전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발전 분야의 진입 로드맵 구축으로 협력사를 체계적으로 지원

하고 있으며, 조선기자재 상생협의체를 발굴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다각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기자재 협력사의 발전 분야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에 56.5억 원을 지원하고, 15.2억 원 상당의 협력사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핵심역량 강화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

조선기자재 협력사 발전분야 진출 지원
전력분야 기자재가 국내시장에서 점차 포화되어가며 해외시장 판로개척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

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벤더등록, 해외 바이어 섭외, 현지시장파악 등 협력기업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파워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기자재 제작사 150개소를 

대상으로 해외 진출에 관한 설문을 시행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구성하였으며, KOTRA, 국가별 

대형 에이전트, 수출협의체와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다각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인도, 동남아, 중동지역의 판로개척으로 총 1,952만 불의 계약을 달성하였습니다. 

해외판로개척 파워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해외 판로개척을 통한

1,952만 불 계약 달성

발전사별 유사한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과 협력사의 중복되는 사업 참여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협력사의 판로지원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한국동서발전 및 각 발전사는 해외 에너지전시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함께 주관하여 협력사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은 KOTRA와의 협업을 통해 베트남바이어 발전소 견학, 인도바이어 초청 구매 상담 등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여 판로개척 지원에 힘을 더하였습니다. 2016년 수출 New 플랫폼 참여기업 57개사의 

수출액은 12,353억 원으로 작년 대비 25.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관기관 협업형 판로개척 지원

참여기업 수출액

12,353억 원

(전년 대비 25.5% 향상)

한국동서발전은 괌 Cabras 발전소 등 해외 4곳에서 운영 중인 발전소와 신규 발굴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석탄화력 등 10개의 해외 사업에 중소기업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소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제품을 적용하고 현지 입찰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중소기업 83개사 대상 해외 진출 참여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EPC*사 거래처 등록 및 인증 취득비 지원과 동반성장 동남아 사무소 운영을 통해 해외 진출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 인도네시아 및 미국 지역의 동반진출을 이루며 160만 불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한국동서발전 해외 사업장 동반진출 지원

인도네시아 및 미국

동반진출 성과

160만 불

조선기자재 협력사 발전분야 진출 로드맵
동서발전 파워실크로드 프로젝트 로드맵

수출 선도기업

수출유망기업

수출초보기업

선정심사

해외수출

NEW 플랫폼

성장 지원

동서발전 파워실크로드기업 육성

글로벌 역량기업 POOL (Solution Provider 기업)

수출초보기업 POOL (2, 3차 지역 중소기업 및 조선기자재 협력사)

동서발전 : 수출 활동비 지원 + KOTRA : 수출 업무 지원 관리

성장 지원 사업

동남아

R&D 지원

중국

현장 실증

중동

직접 구매

인도

판로지원

CIS*

5개사 선정

Step 4Step 1 Step 2 Step 3

·발전산업 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발전분야 기자재

·기술경쟁력 확보

·핵심기술 확보

·국내발전시장 진출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강소기업

2016 2017 2018 2019

중소기업의 경영 및 현장 시스템은 체계 부재로 인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운영시스템 개선을 돕는 산업혁신운동 3.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생산현장 혁신, 납기준수 및 수익관리를 개선하는 생산관리기술 혁신,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장 구현으로 체계를 나누어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혁신운동 3.0에 총 80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35.6억 원의 재무성과를 달성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산업혁신운동 3.0
80개 기업 참여 및

35.6억 원 성과 창출

조선기자재 협력사

제품 구매

15.2억 원

산업혁신운동 3.0 전략 및 지원

성과분석사업계획 수립 중소기업 공모 협약체결

·중소협력사 성장

·생산성혁신 반영

·성장가능성 우수기업 

·R&D역량 우수기업

·생산현장혁신

·생산관리기술

·스마트 공장 구현

·KPI 개선율

·재무성과 분석

한국동서발전은 창업·벤처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청 등 6개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벤처·창업기업 90개사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동서발전은 공기업 중 최대로 울산

광역시와 15억 원을 매칭·투자하여 총 90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특징을 

고려한 컨설팅 지원, 기술 지원, 판로 지원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울산

지역에 위치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창업·벤처기업 35개사를 발굴하였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상생서포터즈

상생서포터즈 지원 프로세스

판로 지원 : 31억 원컨설팅 지원 : 19억 원 기술 지원 : 40억 원

·수출시장 전문가 자문

·현지 법률·회계 컨설팅

·단계별 수출 전략 수립

·해외 Test-Bed 제공

·해외규격 취득 및 인정

·제품 현지화

·벤더등록 지원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시장개척단

·현지에이전트 수출활동 지원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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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03 동서발전형

동반성장 4.0 모델 구축

이해관계자 의견을 담은 동반성장 4.0 모델

동반성장 4.0 모델 로드맵

Total Solution Provider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NEW 플랫폼 운영
고부가가치형 연구개발 확대 

기업가치

고도화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사 중 유일하게 13년 동안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운영하며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발전된 동반성장 모델 구축을 위해 대외 및 동서발전 본사를 포함한 사업소 관련부서 30명

으로 이루어진 T/F을 구축하여 대내외 환경변화, 정부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반성장 모델 토론회 

개최 및 협력 중소기업 500개사 및 임직원 2,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모델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 World Class형 30 발굴

· 발전정비 솔루션기업 육성

· 발전설비 중핵 기업 육성

· 현안문제 해소 협의체 운영

· 해외 수출협의체 운영

·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타겟국가별 해외판로 지원

· 해외사업 연계 동반진출

·성과창출형 R&D 확산

·국내외 발전소 실증지원

·협력기업 R&D 역량 강화

·R&D 제품 직접구매확대

STEP 1. 
2016 ~2020

중점

추진과제

Total Solution Provider 
육성 10개사 50개사 100개사

180건 200건 250건

40개사 60개사 80개사

2,500억 원 5,000억 원 1조 원

성과창출형

연구개발 확산

EWP 동반성장

에너지밸리 구축

중소기업 주도

수출플랫폼 구축

STEP 2. 
2021 ~2025

STEP 3. 
2026 ~2030

동반성장 4.0 모델로 만드는 기업가치 고도화 

한국동서발전은 동반성장 4.0 모델을 ‘동서발전과 함께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의미를 담은 “가치발전 

동서동행(東西同幸)”으로 모델명으로 확정하고 기업가치 고도화를 목표로 4대 전략과제 및 16대 추진

과제를 담아냈습니다. 2016년 6월 산업통산자원부, 대중소협력재단, 중소기업협의회, 동서발전 임직원과 

함께 동서발전형 동반성장 4.0 모델 선포식을 진행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진의 동반성장 

추진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협의회, 연구개발협의체, 수출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동반성장 

모델 추진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동반성장 로드맵 구축

동반성장 4.0 모델은 글로벌화 기반 구축을 시작으로 2025년 목표인 글로벌화 역량 증대를 거쳐 협력사의 

글로벌화 자립을 목표로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2030년까지 250건의 연구개발, R&D
기업 80개사 발굴, 협력사 수출 1조 원 달성하여 Total Solution Provider 기업 100개사를 최종적으로 

창출하고자 합니다. 

EWP 동반성장

에너지 벨리 운영 

·미래 에너지신산업 확산

·중소기업 대외 경쟁력 강화

·지역 벤처·창업기업 육성

·발전 초보기업 역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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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업에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나눔문화

확산

동반성장

일자리

신규 일자리

창출 체계 및

성과

사회공헌

추진체계 구축

지역사회

상생발전

MATERIAL ISSUE

지역사회 행복동행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지역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은 지역사회와 적극적

으로 소통하며 이들의 필요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전업의 특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한국

동서발전의 고유한 역할을 찾아 충실히 이행하며 따뜻한 사회적 나눔과 풍족한 지역경제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나눔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에너지기업이 되기 위해 ‘행복에너지 Dream’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갈등요소를 기회의 요인으로 바꾸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한국동서발전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생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공헌사업 평가를 진행하여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래사업 발굴 및 중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OUR STRATEGY & EFFORTS

FUTURE PLANS

OUR PERFORMANCES

소외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일자리 창출

전년대비 106% 상승

태풍 ‘차바’ 피해 복구 

지원금 기탁

1,613 가구

14,133 개

2.65 억 원
KoBEX SM

지속가능 경영지수

9년 연속

 AAA
등급

봉사활동 범위

자율성 확대, 

부서별 자체기획 

활동 실행

지역맞춤형

갈등해소 사업 촉진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확대

친환경 에너지복지 

사업 정착

한국동서발전은 울산 주민들과의 문턱을 낮춰 지역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기업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일회성 봉사활동이나 단순 

기부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동서발전은 울산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인재양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데, 이는 소외계층 등 서비스 

수혜대상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울산지역

2,0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의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인 사회복지사대회에 사옥 대강당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교육에도 연사로 참여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울산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이 직접 

격려해주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는 기업과 지원대상이 매칭이 되어 

구체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중 하나로 영세

상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명절이 되면 전 사업소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많은 수량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 태풍차바 발생 직후 피해지역의 전기시설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사랑의 헌혈릴레이’에 동참

하는 등 지역의 필요를 적극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의 사회공헌추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되어 향후 

더욱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에 꾸준히 동행하고 싶습니다. 지속력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힘과 마음을 보태주신 

한국동서발전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INTERVIEW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김복희 사무처장

06
지역주민협력회사정부기관 

및 지자체

전력 그룹사임직원 환경단체



81 82INTRODUCTION APPENDIXPREPARING SUSTAINABILITY
MANAGEMENT

RESPONDING TO
MATERIAL ISSUES

한국동서발전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사회에 기여하여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갈등해소형 사회공헌, 지역사회 상생발전, 나눔문화 확산을 사회공헌 3대 전략과제로 선정

하고 봉사 실적을 승진 평가에 활용하는 등 전사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추진체계 구축

지역사회 상생발전

사회공헌 추진전략

지역 에너지복지 증진

한국동서발전은 전기안전공사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하여 지역사회의 에너지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 및 사옥 계단오르기를 통해 모아진 건강포인트를 행복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기부

하여 기초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시설 관리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 교체 및 

전기설비를 점검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절감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왔으며, 태풍 피해지역의 전기시설을 

복구하여 재난민의 피해수습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태풍 피해지역의 복구 활동 노력을 인정

받아 중구청장 태풍피해복구 감사패와 울산시 자원봉사대축제 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행복한
나눔과 
성장

사회공헌 추진 체계 

실행체계

전략과제 갈등해소형 사회공헌 지역사회 상생발전 나눔문화 확산

We Make Energy for Happiness

·내부평가지표 운영        ·봉사실적 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  ·봉사 실적 승진 평가 활용

나눔 실천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에너지기업

행복에너지 Dream으로 지역사회 행복동행

미션

비젼

브랜드

사회공헌 봉사단 운영

140팀, 2,300명
한국동서발전은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사회공헌 실행조직 및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 

지부, 140팀, 230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사회공헌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및 공공기관과 협업

하여 사회공헌사업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더불어 우수 포상제도, 봉사실적 마일리지 등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사회공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실행조직 및 관리체계 

사회공헌 실행조직 및 관리체계

실행조직

·사회공헌 봉사단 운영

    - 6개 지부 (140팀, 2300명) 

·협업조직

    - 행복에너지봉사단 (에너지공공기관)

    - 징검다리 봉사단 (울산혁신도시)

    - 대한적십자사 울산지부 (협력기관)

관리체계

·우수 부서 개인 포상 

·내부평가지표 운영 (봉사시간 참여도)

·봉사실적 마일리지 운영 

·승진대상자 평가에 봉사시간 활용

·사회공헌활동 전사공지

한국동서발전은 한층 성숙한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면대면 인터뷰 등으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조사하여 피드백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현 사회공헌사업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 평가 및 개선

사회공헌사업 피드백 및 개선사항

·수혜자 중심의 봉사활동

·봉사활동의 전문성 결여

·지역사회의 니즈를 조사하여 수혜자 및 활동주기 수시반영

·외부기관(복지관, NGO)과 연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시

자발적, 적극적

참여분위기 부족

·사회공헌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사회공헌활동 근태처리 지침 제정

외부 요구

내부 요구

소외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단위 : 가구

103
72

1,613*

*   태풍 차바 수해피해지역 전기시설 복구활동 포함

2015
2014

2016

한국동서발전은 상주협력사와 공동 무재해 달성 시 협력사에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

발전과 협력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공동체로서 지급된 포상금을 지역사회에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

습니다. 발전소 주변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군부대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중심으로 소화기, 화재

감지기, 재난방재물품 등 안전물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과 협력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3,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공동무재해 달성 포상금 지역사회 환원

한국동서발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동서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화력본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4회 이상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마을기업, 1사 1촌 협약 마을 등을 장터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자와 최종 구매자가 

직거래를 진행함으로써 중간단계 수수료가 없어져 농가는 소득이 상승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지역 내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나눔문화 확산

한국동서발전의 당진화력본부 장학회는 1995년부터 지역 장학생을 선발하여 2016년까지 약 55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울산화력본부는 2016년 약 1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200여 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악기를 후원하고,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유소년 축구부에 장학금을 전달하여 아이들의 역량과 재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장학금 지급

단위 : 억 원 한국동서발전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입 및 매월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7.6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의 전통시장 물품 구입을 장려하고, 사회복

지재단에 상품권을 기부하여 사회복지재단과 전통시장이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2016년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침체되어 있던 울산 태화시장 상인들에게 복지시설 후원 물품을 지원하는 

등 2.65억 원을 피해복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온누리 상품권 구매

7.5
7.6

7.7
2015
2014

2016

▲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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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를 성장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얻고자 합니다. 미래 

신사업 추진 및 해외 투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규모 건설사업이 완료되고 민간발전사의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기존 양적 위주의 일자리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미래성장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ICT 융합 발전시장이 확산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행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16년 총 14,13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체계 및 성과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취업준비생의 협력사 근무경험을 통해 직무능력과 발전 산업 이해를 돕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4대 발전사와 협업하여 인원 선발부터 채용까지 약 5개월간의 

발전 산업 교육과 인턴십을 진행하여 2016년 8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사 최초로 

조선기자재 업체 발굴과 오픈 파워 플랜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조선기자재 업체 고용디딤돌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기자재 업체 200여 개를 발굴하여 조선 기술인력의 재취업을 

돕고 신규 정비업체의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2016년 61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매년 설비 분해·정비 견학 및 현장체험을 통해 발전설비 이해도를 도모하는 한국동서발전 동반성장 프로그램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동서발전은 2007년부터 상·하반기에 중소기업의 정보교류와 판로확대를 돕는 구매상담회를 개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돕기 위해 본사 및 사업소 상설전시관 6개소에 테마별 중소기업 우수

제품 45개를 전시하고 있으며, 사업소 설비담당 관계자와의 1:1 맞춤형 및 온라인 구매 상담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판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 1,347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동반성장 일자리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동서발전은 에너지 연관 분야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화 촉진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파워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공간 대여, 멘토링·컨설팅 지원, 해외

판로진출 지원 등 9개 분야로 신청 기업을 돕고 있으며, 한국동서발전의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청 기업의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인도에서 230만 달러 규모의 현장계약을 성사

시키는 등 총 5,508억 원의 매출액 달성을 지원하였고, 신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성장으로 4,350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4,350개

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동서발전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수요처가 구매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중소

기업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에너지포럼 및 기술교류회 참여를 독려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 163.7억 원을 

지원하여 기술 개발 비용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2016년 상용화 성공 기술 판매로 265억 원의 매출액과 

427개의 일자리를 창출되었습니다. 

상용화 성공기술 판매

265억 원 창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의 제품 구매를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돕고 있습니다. 2016년 61.6억 원 상당의 사회적기업 제품과 1.4억 원 상당의 협동

조합제품을 구매하고 구매상담회를 진행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제품 의무 구매제를 시행하여 여성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16년 194개의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단위 : 억 원단위 : 억 원

2014

2015

2016

4.33

46.9

61.6

2014

2015

2016

0.06

0.89

1.35

일자리 창출 체계

동반성장고용디딤돌민간위탁 확대투자사업 발주

미래 신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창출 목표

전략방향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사업 투자 및 미래사업 연계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진화력본부

9, 10호기 건설 및 발전소 설비보강 등 국내 사업 투자와 인도네시아의 인니 칼셀 석탄화력 프로젝트 

착공을 통한 해외 투자로 2016년 7,028개의 양적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4차 산업에 연계한 ICT 

접목 기술 솔루션 사업, 태양광 및 해상풍력 사업 등 미래사업과 연계하여 2016년 127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였습니다.

미래사업에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투자사업 발주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동서발전은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연료

환경 설비 정비, 발전설비 정비 등 정비부문의 민간위탁 및 민간 전문정비업체 육성으로 251개의 일자리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클라우드서버 전문가 고용 등 정보·보안 강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진행하여 2016년 166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석탄재·폐가구·폐목재 재활용 사업을 

발전소 인근 지역사회 업체와 연계하여 2016년 49개의 지역사회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성과 단위 : 개정규직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2014 2015 2016

투자사업 발주

민간위탁 확대

고용디딤돌 - -

동반성장

총계

4,775

69

216 302

4,942

21,717 13,274 14,133

7,242 6,318

9,933 3,341 9,639 4,494

10,096 3,199

162 211

4,408 6,523 4,2962,024 1,674 2,022

54 91

4,973 1,57615,069

14,666 7,051

▲ 오픈 파워 플랜트 프로그램

7,155

591427 164

2,2894,866

5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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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재무성과

요약재무상태표 (별도)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유동자산 억 원 8,279 9,380 9,374

비유동자산 억 원 75,428 78,906 80,306

자산총계 억 원 83,707 88,286 89,680

유동부채 억 원 6,322 10,211 17,473

비유동부채  억 원 41,731 38,158 27,417

부채총계 억 원 48,053 48,369 44,889

납입자본 억 원 21,381 21,381 22,186

이익잉여금 억 원 15,324 19,539 23,634

자본총계 억 원 35,654 39,917 44,790

요약손익계산서 (별도)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매출액 억 원 45,070 40,477 42,109

매출원가 억 원 41,710 33,548 34,474

매출총이익 억 원 3,360 6,928 7,635

판매비와관리비 억 원 536 766 828

영업이익 억 원 2,824 6,162 6,807

기타수익 억 원 93 297 254

기타비용 억 원 34 32 62

금융수익  억 원 565 1,370 705

금융원가 억 원 987 1,530 1,33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억 원 2,104 6,096 6,212

법인세비용 억 원 419 1,546 1,536

당기순이익 억 원 1,685 4,549 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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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구분 2014 2015 2016 

온실가스
천 톤 온실가스배출량 (Scope 1+2) 38,230 37,951 39,742

CO2-eq 온실가스원단위 (Scope 3) 9,263 8,742 9,487

에너지소비
TJ 에너지소비량 489,557 457,227 481,624

GJ/MWh 에너지원단위 9.76 9.29 9.30

연료 사용량

만 톤 석탄 1,542 1,500 1,452

천KL 유류 628 660 1,186

천 톤 LNG 131 960 1,038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톤

SOx 13,755 11,965 12,741

NOx 24,799 21,552 21,965

먼지 687 651 612

대기오염물질 원단위 배출량 톤/GWh

SOx 0.271 0.243 0.246

NOx 0.489 0.437 0.424

먼지 0.014 0.013 0.01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톤

COD 22 27 21

SS 52 12 10

T-N 1 47 33

T-P 0.62 0.4 0.3

폐수 원단위 배출량 Kg/GWh

COD 0.38 0.55 0.41

SS 1.03 0.24 0.19

T-N 0.02 0.95 0.64

T-P 0.01 0.01 0.01

용수 사용량 천 톤 12,055 10,267 12,763

폐수 발생량 천 톤 3,161 3,416 4,006

폐기물 발생량 천 톤 1,906 1,824 1,965

폐기물 재활용량 천 톤 1,851 1,635 1,706

탈황석고 발생량 천 톤 467 495 509

탈황석고 재활용량 천 톤 459 480 507

석탄재 발생량 천 톤 1,872 1,801 1,881

석탄재 재활용량 천 톤 1,844 1,616 1,699

환경성과지표

항목 단위 구분 2014 2015 2016 

설비용량 MW 9,138 9,139.4 11,169.9

발전량 GWh

화석연료

석탄 38,781 39,252 38,785

LNG 9,225 6,873 7,296

유류 2,693 3,114 5,730

소계 50,699 49,239 51,810

신재생 전체 305 286 293

회사 전체 51,004 49,525 52,104

판매량 GWh 48,549 45,840 46,620

판매단가 원/kWh 91.19 85.09 85.88

고장정지율

%

0.098 0.556 0.062

비계획손실률 0.387 0.743 0.163

가동률 99.88 91.44 85.60

이용률 65.06 60.38 57.08

열효율 39.65 39.5 39.02

소내전력률 5.19 5.46 5.74

임직원

억 원

급여, 복리후생비 1,479 2,054 1,942

주주 배당금 253 679 944

채권자 이자비용 371 296 684

정부 법인세, 지방세 543 1,643 1,901

지역사회 사회공헌, 기부금 41 40 39

재투자 배당에서 제외된 잉여금 1,502 3,957 3,765

경제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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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구분 2014 2015 2016

임직원현황 명 정규직

합계 2,296 2,300 2,330
남자 2,029 2,064 2,069
여자 267 236 261

소수자현황

% 장애인비율 3.4 3.4 3.4

% 여성비율 11.5 10.7 11.2
명 여성관리자 22 28 32

% 여성관리자비율 3.7 4.3 4.9

고용안정성
년 평균근속연수 16.0 15.7 15.7

% 이직률 0.93 0.78 0.69

사회형평적채용 점

신규채용인원 131 16 35
비수도권인재 78 10 10
국가유공자 15                       0 10
고졸자 37 5 0
장애인 9 0 4
여성 32 0 6

가족친화경영

명 육아휴직 사용자

합계 21 41 54
남자 4 5 1
여자 17 36 53

% 육아휴직 복귀율 100 100 100
명 시간선택제 근무 여성 7 15 20
명 유연근무제 활용 인원 598 699 812
일 휴가사용일수 12.4 14.1 14.8
명 장기휴가 사용자 555 554 603

인재개발

시간 1인당 평균 교육시간 124 188 211
천 원 인당 교육비 2,680 2,540 2,697
억 원 교육예산 58.2 58.4 63
명 교육 인원 24,628 29,735 38,586
점 여성직원 역량지수 4.42 4.57 4.71

사회공헌

억 원 기부금 6 6 9
시간 봉사활동시간 55,588 58,482 60,035
시간 1인당 평균 봉사시간 24 26.6 26.7

청렴도 평가 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8.56 8.80 8.35
부패방지시책평가 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1 1 2
이해관계자 참여 % 노동조합 가입 비율 97.7 98.5 97.39

임직원 안전

% 사망만인율 2.87 0 9.28
건 안전사고 발생건수 22 13 3

점 안전문화 성숙도
3.95

 (3단계)
3.97 

 (3단계)
4.03

(4단계)

점 안전문화 참여도 3.51 3.51 4.21

동반성장 억 원
중소기업 연구개발 자금지원 164 143 149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성공품 구매실적 162 195 265

지역지원사업

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 근거 35 34 30
가구 소외계층 에너지복지 72 103 1,613*
억 원 온누리 상품권 구매 7.7 7.5 7.6

억 원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사회적기업 4.33** 46.9 61.6
협동조합 0.06 0.89 1.35

사회성과지표

* 태풍 차바 피해복구 지역 전기시설 복구활동 포함  ** 2014년도 공공기관 부채감축 노력으로 예산집행실적이 적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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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Content Index

공통주제 (Universal Standards)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페이지 검증여부

조직 프로필

102-1 조직명

6.3.10/
6.4.1-6.4.2/
6.4.3/6.4.4/
6.4.5/6.8.5/

7.8

7 V
102-2 활동 및 주력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9~11 V
102-3 본사 위치 7 V
102-4 사업장 위치 9, 10 V
102-5 조직 소유 및 법적 형태 7, 8 V
102-6 시장 영역 7, 8 V
102-7 조직 규모 7 V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89 V
102-9 조직 공급망 15, 16 V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요한 변화 해당사항 없음 V
102-11 사전예방 접근법이나 원칙 28 V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31, 32, 94 V
102-13 가입협회 97 V

전략 102-14 최고의사결정권자 성명 4.7/6.2/7.4.2 5, 6 V
윤리 및 청렴성 102-16 조직의 가치, 원칙, 표준 및 행동규범 4.4/6.6.3 25 V

거버넌스

102-18 거버넌스 구조

6.2/7.4.3/7.7.5

23 V

102-2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
29 V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 및 위원회 구성 23 V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 의장 23 V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임명 및 선정 23 V
102-31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토픽에 대한 점검 24 V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5.3

29 V
102-41 단체협약 89 V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29 V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29 V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토픽 및 관심사 29 V

 보고관행

102-45 조직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주체 목록

5.2/7.3.2/
7.3.3/7.3.4

86 V
102-46 보고내용 및 주제경계 정의 30 V
102-47 중대 주제 목록 (List of material topics) 30 V
102-48 이전 보고서에 기록된 정보 수정 해당사항 없음 V
102-49 중대 주제 및 주제범위에 대한 변화 해당사항 없음 V
102-50 보고 기간

7.5.3/7.6.2

About this
report

V

102-51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일자

102-52 보고 주기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102-55 GRI Content Index 90~92 V
102-56 외부 검증 93, 94 V

GRI 102: 일반보고 (General Disclosure)



특정주제 (Topic-specific Standards)

GRI 200: 경제

GRI 400: 사회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페이지 검증여부

고용

GRI 103: Management Ap-
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3~67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고용

401-1 신규 채용 및 이직자 수 및 비율 6.4.3 89 V
401-2 상근직에게만 제공하는 복리후생 6.4.4/6.8.7 67 V
401-3 육아휴직 6.4.4 67, 89 V

산업안전보건

GRI 103: Management Ap-
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3, 68~70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산업안전보건
403-2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
6.4.6/6.8.8 68, 89 V

403-3 업무상 질병 발생률 또는 발생 위험이 높은 근로자 6.4.6/6.8.8 64 V
훈련 및 교육

GRI 103: Management Ap-
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3, 66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훈련 및 교육
404-1 한 해 동안 근로자 1인이 받는 평균 훈련시간 6.4.7 66, 89 V
404-2 근로자의 역량 강화 및 경력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6.4.7/6.8.5 66 V

다양성과 기회균등

GRI 103: Management Ap-
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3, 65, 66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조직 및 임직원 내 다양성
6.2.3/6.3.7/
6.3.10/6.4.3 65, 66, 89 V

인권평가

GRI 103: Management Ap-
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25~27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인권평가 412-2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임직원 교육 6.3.5 27 V
지역사회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79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지역사회 413-1
지역사회 참여활동, 영향평가 및 

개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장

6.3.9/ 6.5.1-
6.5.2/

6.5.3/6.8
81, 82 V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페이지 검증여부

경제성과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35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경제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과 분배 6.8.1-6.8.2/6.8.3/6.8.7/6.8.9 40, 86, 87 V
간접경제효과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41, 71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간접경제효과

203-1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6.3.9/6.8.1-6.8.2/6.8.7/6.8.9 44 V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효과
6.3.9/6.6.6/6.6.7/6.7.8/

6.8.1-6.8.2/6.8.5/6.8.7/ 6.8.9
74~76,
83, 84 V

반부패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25~27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반부패
205-1 사업장의 부패 위험 평가 6.6.1-6.6.2/6.6.3 27 V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6.6.1-6.6.2/6.6.3 26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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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페이지 검증여부

원재료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51, 59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원재료 301-2 재활용된 원재료 사용 6.5.4 59, 88 V
에너지

에너지 302-1 조직 내 에너지 소비 6.5.4 88 V
용수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51, 56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용수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303-3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 6.5.4 56, 88 V
배출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61, 53, 54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1) 6.5.5 53, 88 V

305-2 에너지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2) 6.5.5 53, 88 V

305-3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 (Scope 3) 6.5.5 88 V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6.5.5 53 V

305-7 NOx, SOx 및 기타 중요한 대기 배출물 6.5.3 55, 88 V

GRI 300: 환경

주제(Topic) 공개명(Disclosure) ISO 26000 페이지 검증여부

폐수 및 폐기물

GRI 103: Management
Approach 2017

103-1 중대 주제 및 경계에 대한 설명

51, 56, 59  V103-2 경영접근방식 및 구성

103-3 경영접근방식 평가

폐수 및 폐기물

306-1 수질 및 도착지별 폐수량 6.5.3/6.5.4 56 V
306-2 유형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중량 6.5.3 56, 59 V
306-4 유해물질의 수입, 수출 및 이동량 6.5.3 56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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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의견서

서문

한국표준협회(이하 ‘검증인’)는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2017 한국동서발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이하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인은 한국동서발전이 작성한 보고서에 포함된 데이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독립적인 검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주장과 성과에 대한 책임은 한국동서발전에 있습니다.

독립성

검증인은 독립된 검증기관으로서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한국동서발전의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어떠한 이해

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며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검증표준 및 수준 

검증인은 AA1000AS(2008)의 검증 기준에 따라 포괄성, 중요성 및 대응성 원칙의 준수여부 및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도를 ‘일반 

수준(moderate)’으로 검증하였으며, GRI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방법(‘In accordance’-Core)을 적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검증유형 및 범위 

검증인은 AA1000 검증표준(AA1000AS)에 따라 유형2 (Type 2)에 해당하는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한국동서발전의 주장과 보고서에 

담긴 성과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검증범위는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내용에 따라 2017년 

상반기의 정보를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검증인은 보고 기간 동안 한국동서발전의 지속가능경영 정책과 목표, 사업, 기준, 성과 등 시스템과 

활동을 중점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사회 데이터와 광의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재무 데이터를 검증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검증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로 제한되었습니다. 

검증방법  

검증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범위와 관련한 정보, 자료 및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동서발전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하여 보도된 미디어 조사 및 분석

·한국동서발전과 협의하여 선정한 관련 기업의 보고 이슈 조사 

·지속가능경영 성과 개선과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관리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검토

·재무 실적 데이터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공시자료의 일치 여부 검토

·내부문서 및 기초자료의 추적 검토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인은 보고서 초안에 수록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고서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중 중대한 오류나 부적절하게 기술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검증인은 보고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증인은 한국동서발전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

케이션 채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대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자 그룹 별 대표와 심층인터뷰를 추진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가치가 경영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 포괄성 |  한국동서발전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켰는가?

분야별 의견 및 개선 권고사항

검증인은 한국동서발전이 전체 조직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권고드립니다. 

검증인은 한국동서발전이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제외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이 내·외부 

환경분석에서 도출된 주요 이슈로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고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중대

이슈」와 「한국동서발전 지속가능경영 6대 추진방향」을 목차에 반영하여 한국동서발전의 지속가능경영 측면의 중대이슈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요성 |  한국동서발전이 이해관계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중요 정보를 보고서에 포함시켰는가?

검증인은 한국동서발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여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관심사 대응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한국동서발전의 대응활동이 부적절히 보고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 및 의견에 따른 지속가능전략, 주요성과 등을 보고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부문별 전략에 따른 정량 및 정성적인 목표와 달성 수준을 함께 보고 할 것을 권고합니다. 

| 대응성 |    한국동서발전이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관심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전력산업은 국민생활 전반 및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에너지로서 국가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불가결한 산업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효율적인 전력생산이 필요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과 높은 수준의 투명 경영이 달성되어야 하며, 성과중심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적 및 

비재무적 위험에 선제적 위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을 권고드립니다.

| 경제분야 |  

한국동서발전이 환경 보존과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석탄, 중유 등 전통적인 에너지 연료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연료

전지, 풍력, 폐기물, 해양에너지, 신재생 연계 ESS,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은 괄목할만한 

부분입니다. 이에 지속가능성 맥락에서 해외 발전소 운영을 통한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친환경 발전소 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환경분야 |  

한국동서발전은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미래의 성장력 확보를 위해 국내를 넘어 자메이카, 미국, 괌에서 4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진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공헌 추진 전략을 재정비하고, 한국동서발전의 업 특성을 살리는 해외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여 글로벌 전력 기업으로서 새로운 공유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 사회분야 |  

 2017년 11월  
한국표준협회 회장



UN Global Compact 
Advanced Level

주제 원칙 페이지 GRI 공개

1

거버넌스

글로벌콤팩트 이행의 전략적인 측면에 대한 최고경영층 및

이사회수준의 논의를 서술합니다.
5, 6 102-14

2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과 

지배구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23 102-18, 21

3 모든 중요한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해 서술합니다. 29 102-43

4 UN 목표 및 이슈 폭넓은 UN 목표와 이슈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을 서술합니다. 31,32 102-12

5

인권

인권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27

103-1

6 인권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103-2

7 인권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103-3

8 인권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지표(GRI포함)를 적용합니다. 412-2

9

노동

노동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63 103-1

10 노동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65-67
103-2

11 노동원칙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103-3

12 노동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지표(GRI 포함)를 적용합니다. 89 401-1~3, 403-2~4

13

환경

환경경영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51 103-1

14 환경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53 103-2

15 환경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55-57, 60 103-3

16 환경경영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지표를 적용합니다. 89 301-2, 302-1, 303-3, 
305-1~7, 306-1, 24

17

반부패

반부패 분야에서 강력한 추진의지, 전략 또는 정책을 서술합니다.

25-27

103-1

18 반부패 원칙을 통합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서술합니다. 103-2

19 반부패의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메커니즘을 서술합니다. 205-1

20 반부패에 대한 표준화된 성과지표를 적용합니다. 205-2

21
전략, 거버넌스 

및 참여
가치사슬 내에서 글로벌콤팩트원칙 이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 -

22
검증 및 투명성

기업의 프로필과 운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7-18 102-1~11

23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시를 포함합니다. 1, 90~94 102-50~56

95 96INTRODUCTION APPENDIXPREPARING SUSTAINABILITY
MANAGEMENT

RESPONDING TO
MATERIAL ISSUES

수상실적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과제발굴상 9년 연속 수상 

공공기관 정부3.0 성과공유마당 「대통령상」 수상 (행자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및 「2016 기재부 선정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선정

KoBEX SM (지속가능 경영지수) AAA등급 획득 (9년 연속)

제1회 공공기관 사이버 보안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산업부 장관상)

2016 을지연습 우수기관 선정 (국민안전처 장관상)

안전한국훈련 4년 연속 S등급 (2013~2016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최고등급 (A등급)

비축자원관리 우수기관 선정 (국민안전처 장관상 수상)

동서발전 품질진단지수 751점 (매우우수) 달성 및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7회째 수상 

발전사 유일 글로벌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5년 연속 자발적 참여 및 우수기업 수상 (영국CDP)

기후변화 경쟁력지수 발전업종 6년 연속 1위 (316개 기업 중 2위)

▲ 글로벌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5년 연속 자발적 참여

▲ 2016 울산광역시 자원봉사대축제 울산시장 표창

▲ 공기업학회 연구개발(R&D) 대상 수상

▲ 공공기관 정부3.0 성과공유마당 대통령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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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협회 현황

가입단체 가입목적 가입시기

한국중소기업학회 동반성장 정부정책 참여기구로 신속한 정책대응과 학술적 정보 교류 2011.07

대한전기협회 발전설비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전기 산업 기술 기준의 원활한 제, 개정과 신규 Code 개발 2002.09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지원 등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및 장학사업 2002.05

세계에너지총회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회원국과의 인적, 기술적 교류 네트워크 형성 2007.01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EA 수준 고도화 정보 수집 2013.03

한국무역협회 무역업무 관련 자료 및 정보 협조 2001.05

대한전기협회(KEPIC) KEPIC 개발방향 결정 및 재원확보 2002.05

한국표준협회 선진화된 품질경영기법 도입 및 품질경영 마인드 확산 2003.01

한국제안활동협회 사내 제안, 소집단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보 획득 2007.05

전력원가협회(EUCG) 해외 전력정보 입수 및 벤치마킹 2006.01

지속가능경영원 지속 가능경영 관련 정보 교류 2008.11

한국CCS협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관련 정보교류 2010.09

스마트그리드협회 스마트그리드 관련정보 교류 및 업계 동향 파악 2012.07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지속가능경영관련 정보교류 및 국내외 교류행사 참석 2006.06

한국그린비즈니스협회 대, 중소 온실가스 멘토사업 지원 2012.03

대한기계학회 기계분야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정보 교류 2002.08

대한전기학회 전기분야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정보 교류 2002.06

발전연구회 발전산업 강화, 공동 연구과제 발굴 2010.07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프로젝트 수행능력 제고 2008.03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 실적 공인인증을 통한 설계 및 기술지원 등 신규사업 대내외 진출 2012.07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신재생에너지 정보 교류 2003.01

에디슨전기협회(EEI) 해외사업 진출 및 개발을 위한 정보 획득 2004.03

동아시아 서태평양 전력협회(AESIEAP) 해외사업 진출 및 개발을 위한 정보 획득 2011.02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 및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 도모 2008.03

한국해양구조협회 해양에서의 재난과 사고의 예방,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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