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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인적자원 개발
•인권 및 다양성 존중

전 임직원은 성별, 나이, 지역, 종교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개인 능력에 따라 모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성을 토대로 형성된 임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독특성을 업무프로세스에 적절히 반영해서 장기적인 조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습
니다. 또 이런 정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인권존중이 바탕이 된 경영
한국남동발전은 Global Power Leader를 비전으로 삼고 전 구성원이 비전 구
현을 위한 핵심가치이자 행동규범인 KOSEP Way(가치창조, 열린사고, 도전정
신, 사회공헌)를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기준을 준수하고,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
며 성별, 장애등을 이유로 채용, 교육, 이동, 배치 등에 있어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개인 능력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권익을 보
호하고,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입사부터 퇴직까지 맞춤형 개발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통신망인 인트라넷에 ‘인사만사’ 사이트를 운영함
으로써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인사제도는 철저히 근로기준법 및 국제노동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
습니다. 채용, 복무 및 퇴직 등 모든 과정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
여 어떠한 형태의 노동도 강요되지 않으며, 임직원 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하고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아동
노동금지 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직무교육시 내방자들의 인권종
중 및 친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고객과의 접점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는 윤리행동강령 책임관이 지
정되어 있으며 인권관련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구분 임원
직군

합계
사무 기술 기능 별정 청경

인원(명) 4 218 1453 47 112 37 1871

비율(%) 0.2 11.7 77.7 2.5 6.0 2.0 100

<직군별 인원 현황>
(2011년 말 기준)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인원(명) 106 700 651 414 1871

비율(%) 5.7% 37.4% 34.8% 22.1% 100%

<연령별 인원 현황>
(2011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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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현황
2013년말 기준 한국남동발전의 임직원은 1,871명입니다. 이는 삼천포, 영흥, 
신영흥, 영동, 여수, 분당 사업소와 서울에 있는 본사를 포함한 것입니다. 2010
년말 1,967명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이며 직원 평균 근속년수는 1년 이상
감소되었는데, 이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무주, 예천양수발전소의 한수원
이관으로 170여명의 직원 전적과 2011년 144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기 때
문입니다. 2010년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신입사원 채용이 없었
습니다. 여직원 및 장애인 직원 수와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이직률은 0.69%로 2010년 0.25%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말 현원이 98명 감소한 점과 이직자수 소폭 증가에 기인합니다.
직군별로 향후 5~10년내 퇴직예정자 비율은 본사(2%), 삼천포(2%), 영흥(2%), 
신영흥(0.8%), 여수(1%), 분당(1%)이며
직군별로는 사무(2%), 기술(9%), 기능/별정(1%)입니다.
2011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현원의 0.8%이며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2009 2010 2011

임직원(명) 2004 1967 1871

신입직원수 54 4 114

근속년수 14년 9개월 15년 9개월 15년 2개월

여성인력(명) 156 157 173

구성비(%) 7.8 7.98 9.24

장애인(명) 47 46 57

구성비(%) 2.3 2.3 3

비율(%) 5.7% 37.4% 34.8% 22.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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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문화
현대 경영에 있어 여성인력의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능력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일 ‧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한 여성인력을 확보하고자 전체 채
용인력의 10%를 여성으로 채용하는 여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 그 결과 창립 당시 5% 미만이었던 여직원 비율이 2013년 2배이상 증
가하여 10%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WLB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
과 삶의 균형 추구를 통한 GWP 기업문화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남 ‧
여 직원에 관계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으며, 남녀간 기본급의 차이 없이 능력 위주의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201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을 인증받았으며, 2013년 관련분
야 국무총리상도 수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제정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확립, 성희롱 심
의위원회 및 고충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및 경비(청원경찰 포함)업무를 수행하는 경비 용역사 직원들에게도 월 1
회 정기 교육시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
과 창사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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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채용과 청년인력 양성
한국남동발전은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학력, 전공, 연령에 제한
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전사 중
최다 인원(567명)을 신규채용하여 청년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최초로 스펙초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능력중심의 채용
문화를 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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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충처리제도 운영
한국남동발전은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고충 처리를 위해서
는 본사 및 사업소에 고충처리 위원(회사 : 사업소장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
을 노사 각 1인씩 두고 있으며 위원들은 직접 대화, 구두 상담, 서면, 인트라넷
등으로 고충을 접수, 해결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위원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노
사협의회 안건으로 부의함으로써 직원의 고충이 100%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인사이동 관련 고충 14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연고지 또
는 부모 봉양이었고 이중 13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고충처리 메커니즘>

성과평가 및 경력개발 심사직원
한국남동발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 하반기) 정기 인사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은 대상기간의 업적과 성과, 역량입니다. 아울러
경력개발 경로에 따라 직원의 보직부여를 하고 있으며 4직급 이상 직원(약
90%)가 경력개발경로를 심사받고 있습니다.



친환경발전소 운영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

한국남동발전은 국가 산업의 원동력인 전기 에너지 공급의 당사자로서 발전소 건설 및 전기 생산 등 기업활동 수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구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상생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 환경비전, 환경방침, 전문화된 환경조직 등의 체계적 환경경영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비전
한국남동발전은「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Global Power Leader」의 환경비전 달성을
위해 매년 4대 환경목표와 22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ISO 14001 규격요건에 따른 적합성을 대내외 심사를 통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침1. 선진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지속적 환경개선

목표① 글로벌 환경경영 구축
목표② 미래지향적 환경목표 수립∙실천

방침2. 최신 환경기술 도입으로 환경부하 최소화

목표③ 대기환경법 강화대응 철저
목표④ 수질 및 해양환경 관리
목표⑤ 폐기물 재활용 및 발생 억제

미래 환경을 선도하는
Global Power Leader 구현

환경
비전

환경
방침

선진 환경경영
체제구축및지
속적 환경개선

최신 환경기술
도입으로 환경
부하 최소화

정부정책 및
지구 환경보전
활동능동대응

환경
목표

환경 담당조직
체계적인 환경경영체제 운영을 위해 본사와 전 사업소에 환경전담부서를 두고 환경설
비의 운영․관리와 기타 환경경영활동 등의 지속적 환경개선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
습니다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

기후환경팀/ 건설총괄팀
(건설)

•환경기본정책 수립
•국내외 규정 및 협약 대응

환경관리(화학)부/ 공사관리
부(건설)

•사업소 내 환경경영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소 환경관리 총괄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투 명 경 영

목표③ 대기환경법 강화대응 철저
목표④ 수질 및 해양환경 관리
목표⑤ 폐기물 재활용 및 발생 억제

방침3. 정부정책 및 지구 환경보전활동 능동 대응

목표⑥ CO2배출량 저감방안 연구
목표⑦ 신 기후체제 대응전략 강구

방침4.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투명경영

목표⑧ 지역사회 유대강화
목표⑨ 투명경영으로 이미지 제고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 및 녹색기업 지정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전사적으로 확산 및 환경영영체제 선진화를 위하여 2009년 본사
를 포함한 전사 통합 ISO 9001/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여수화력, 분당복
합화력, 영동화력은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사업소 최초지정일 재지정일 유효기간

여수 1997.12.15 2011.03.25(4차 연속) 2016.03.24

분당 2004.10.26 2013.03.28(3차 연속) 2016.03.24

영동 2006.01.13 2013.12.13(3차 연속) 2016.12.12

<녹색기업 지정 현황>

환경교육
한국남동발전은 전 직원이 환경경영 마인드를 갖추고 지구환경보전의 필요
성을 인식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의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이의
확산과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횟수 인원

법정교육 • 대기,수질,유독물 등 관리자 법정교육 등 13회 13명

사외교육 •기후변화대응 관련 교육, 환경경영 시스템교육, 기타 환경정책 교육 등 30회 164명

사내직무교육 • 환경설비 정비교육, 탈황설비 관련 교육 등 11회 103명

자체교육 • 녹색제품 의무구매 교육, 방제교육 등 18회 전직원

협력업체교육 • 환경관리 및 시스템교육 7회 679명

•사업소 내 환경경영실천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소 환경관리 총괄

분야 별
환경관리인

•환경배출시설 별 운영, 관리
•해당 분야 적임자 배치



환경지표
한국남동발전은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중장기 환경지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매년 환경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바이오매스 혼
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였으며 전기집진기 설비개선을 통하여 먼지 배출량을 소폭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석탄회 지원정책 시행, 정제회 품질관리, 재활용업체 사
후관리, 매립석탄회 신규 수요개발 등 다각적인 재활용 제고 노력으로 2013년 석탄회 재활용률이 75.7%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지표 Data 및 달성도>

구 분 단위 2011년 2012년 2013년목표 2013년실적 증감 달성률(%) 2014년목표

녹색제품
구매비율

% 97.9 95.4 95.0 95.3 ∇0.1 100.3 95.0

CO2 원단위 kg_CO2/kWh 0.864 0.857 0.883 0.843 ∇0.014 103.2 0.875

SOx g/kWh 0.308 0.326 0.320 0.342 0.016 93.6 0.335

NOx g/kWh 0.498 0.501 0.491 0.522 0.021 94.1 0.512

Dust g/kWh 0.017 0.015 0.015 0.014 ∇0.001 107.1 0.014

석탄회재활용률 % 64.3 64.3 75.0 75.7 11.4 100.9 112.5

석고재활용률 % 100 93.6 100 106.6 13.0 106.6 100

용수사용률 톤/GWh 165 175 172 179 4 96.3 175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영향 최소화

한국남동발전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재활용성 증대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2013년간 환경법규 위반이나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연탄 23,534 천톤

무연탄 257 천톤

중유 83 천kl

보일러등유 13 천kl

LNG 632 천톤

총 수전 전력: 147 GWh
공업용수 : 7,679 천톤
탈황용 석회석: 294 천톤
화학약품: 11.2 천톤

Input

CO2 50,992 천톤

SOx 21,337     톤

NOx 32,594     톤

먼지 1873     톤

COD 6.8     톤

SS 5.5     톤

발전량: 61,145 GWh
- 판매량: 58,144 GWh
- 소내전력: 3,001 GWh
열공급: 1,705 천 Gcal

Output

•발전연료

Process

•환경배출물질

2013년 한국남동발전의 Input / Output 개요

연료 발전량

유연탄 26,266GWh

소수력 30GWh

태양광 1.5GWh

연료 발전량

유연탄 27,173GWh

태양광 1.1GWh

소수력 16GWh

풍력 15GWh

삼천포 화력

영흥화력

영동화력 •폐수(재활용률: 88%)
발생량 1,283  천톤

총 수전 전력: 147 GWh
공업용수 : 7,679 천톤
탈황용 석회석: 294 천톤
화학약품: 11.2 천톤

•폐기물(재활용률: 67%)

발생량 128,565 톤

일반 폐기물 31,446 톤

지정 폐기물 1,047 톤

건설폐기물 82,124 톤

음식물류 14 톤

•석탄회 (재활용률: 76%)
발생량 2,120 천톤

매립량 791 천톤

•탈황석고 (재활용률: 107%)

연료별 특장점

연료 발전량

무연탄 2,515GWh

연료 발전량

무연탄 980GWh

태양광 0.02GWh

연료 발전량

LNG 3,821GWh

연료전지 2.1GWh

종류 CO2 배출 공급 상황 효율성 리스크및 기회 요인

유연탄 높음 수입 (호주, 인니,중국 등) 상 유연탄 가격상승, CO2 회수 기술

무연탄 높음 국내생산 (대한석탄공사/협회) 하 저열량, 공급량 감소

LNG 낮음 수입 (한국가스공사) 상 LNG 가격상승

중유 중간 수입 (정유사 송유관 공급) 중 유가 상승

신재생 없음 지역적 특성에 좌우 하 낮은 경제성, 기술개발 가속화

여수화력

분당복합

연료 발전량

태양광 2.8GWh

연료 발전량

태양광 0.5GWh

예천 탕정

발생량 1,283  천톤

방류량 159  천톤

발생량 467 천톤

매립량량 0 천톤



투입물질 관리

한국남동발전은 전력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모두 화석연료(유․무연탄, 중유, 부생연료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에너지소비형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가인 우리나라는 국제환경협약의 발효와 에너지 수급 등의 범 지구환경문제가 국가는 물론 기업경영의 중차대한 이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은 에너지 저감 및 발전설비의 고효율 운영을 위한 설비개선과 기술개발 활동을 중장기 전략경영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전력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발전용수와 탈황설비에 공급되는 탈황용수, 그
외 각종 음용수 및 냉각수 등 여러 사용처에 다량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인근 댐과 호수, 인근지역 상수도사업소 등의 취수원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그 사용량은 취수원 수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특히, 삼천포화력, 영흥화력, 영동화력은 폐수를 회처리수 또는 살수용수 등으로 전량 재
활용함으로써 폐수를 무방류하는 제5종사업장 입니다. 
국내 최대, 최신의 설비를 자랑하고 있는 영흥화력에서는 해수 냉각수를 이용한 담수화
설비를 국내 최초로 추진하여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하루 약 2,000톤의 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수 사용량 및 재활용 현황>

사업장 주요 취수원 취수량

삼천포 남강 진양호(한국수자원공사) 3.3

영 흥 상수도 (화성시상수도사업소) 3.7

영 동 지하수(자체개발이용) 0.7

여 수 보성강 주암댐(한국수자원공사) 0.5

분 당 상수도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2.9

(단위 : 백만톤/년)
<’13년도 발전소별 취수 현황>용수

10,032

11,256 11,087

8,000

9,000

10,000

11,000

12,000

<해수담수화 Pilot 설비>

화학물질
발전용수인 순수 생산과 보일러수의 수처리 및 탈질설비, 폐수처리설비 등의 운영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 약품은 물질안전보건규정(MSDS) 및 유해화학물질관리
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Membrane 이용기술 및 산소처리법 등
의 선진 수처리 기술 적용을 통해 약품사용량 저감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항 목 2011년 2012년 2013년

유독물 염산 등 6종 3,642 3,538 2,675

유독물 외 응집제 등 23종 12,080 10,112 12,244

계 (톤) 15,722 13,650 14,919

사용률(톤/GWh) 0.257 0.215 0.239

1,463 1,259 1,141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2011년 2012년 2013년

용수사용량

재활용량

23.93 19.86 18.27 

164.07 
177.50 177.57 

-

50.00 

100.00 

150.00 

200.00 

2011년 2012년 2013년

재활용률

용수사용률



배출 및 폐기물 관리

한국남동발전은 전력생산에서 발생되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등 환경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의 환경설비 운영과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신기술 연구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물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에서는 연료 연소 후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
화물(NOx), 먼지가 발생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남동발전은 탈황, 탈질 및 전기집진설비 등 선
진국 수준의 최첨단 환경설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물질은 전혀 배출하지 않
으며 법적 규제치 보다 훨씬 낮은 자체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규제 준수가 아닌 자발적 저감을 위
한 예방적 환경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배연탈황설비 및 황산화물(Sox) 배출농도 (ppm)> 

<배연탈질설비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ppm)>

[2013년]

<폐수의 COD,SS발생량 > 

<폐수발생량 및 재활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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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탈질설비 및 질소산화물(NOx) 배출농도(ppm)>

<전기집진설비 및 먼지 배출농도(mg/Sm3)>

수계배출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일반 발전공정에서 발생되는 일반폐수와 배연탈황공정에서
배출되는 탈황폐수가 있습니다. 이들 폐수는 배출규제치보다 훨씬 낮은 농도로 처리하
며, 대부분은 저탄장의 비산방지용 살수용수나 냉각수, 회처리용 이송수 등으로 재이용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최신 환경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영흥화력은 폐수 처리수를 재활용하
기 위한 중수도설비를 설치하여 하루 약 800톤 정도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대체하여 탈
황용수로 재활용 하는 등 전사업소 재활용률 88%를 달성함으로써 수질오염 및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설비특징 : EDR(ElectroDialysis Reversal,역전전기투석)
원리를 이용한 폐수 재활용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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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 설비(영흥화력)> 

폐기물
발전설비의 보수 및 운전 등의 공정 중에 발생하게 되는 사업장폐기물은 폐지, 폐합성수
지, 폐수처리오니 등 일반폐기물과 폐유, 폐페인트, 폐배터리 등의 지정폐기물이 있으
며, 이들 폐기물은 각각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또는 자가 ․ 위탁처리를 하게 됩
니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발생량
Ton

일반 8,318 32,797 31,446

건설 23,531 31,255 82,044

지정 2,441 1,418 1,047

음식물류 15 1 17

계 34,305 65,471 114,554

재활용량 Ton 7,088 32,955 85,661

자가,위탁처리량 Ton 61,063 53,950 35,380

재활용률 % 20.7 50.3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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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관리

소음 관리

소음 관리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기의 소음 관리를 위해서 발전설비를 옥내화시키고 소음기,
방음벽 등 소음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생활소음
규제치 이하로 운영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석탄회 발생 및 재활용 추이>

석탄회
2013년도 삼천포, 영흥, 영동, 여수화력에서 발생한 석탄회는 약 225만톤입니다. 이 중
비회(Fly Ash)가 84%, 저회(Bottom Ash)가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발생된 석탄회의
64%를 재활용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석탄회 정제설비를 직접 운영하여 고품질의
정제회를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정제된 석탄회의 대부분은 콘크리트 혼화제
또는 시멘트 대체제 등의 건축 원자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석탄회 재활용
용도 확대를 위하여 비료 제조기술, 용도별 표준규격(KS규격) 제정, 석탄회 산업소재 자
원화 사업 기술개발 등 산․학․연 공동으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재활용용도 확대
와 더불어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황석고
탈황석고 황성분이 함유된 석탄을 연소하면 배기가스 중에 황산화물(SOx)성분이 배연
탈황설비에서 제거되면서 부산물로 탈황석고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탈황석고는 석고보
드 원료나 시멘트 응결지연제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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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관리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기기의 소음 관리를 위해서 발전설비를 옥내화시키고 소음기,
방음벽 등 소음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생활소음
규제치 이하로 운영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소음측정 결과>

사업소
부지경계선 측정치

㏈(A)
생활소음 규제치

㏈(A)

삼천포 -
60  /  65 /  60 /  55

(아침/주간/저녁/야간)
영 흥 46

영 동 51

여 수 56

분 당 55
환경 리스크 대응력 강화

한국남동발전은 예기치 못한 유독물 또는 유류 유출과 같은 환경사고 비상사태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사고 발생시 각 부처간의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여 신속하고 조
직적인 방제활동과 사후 처리절차 등을 체계화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대응
한국남동발전은 각 사업소 별 환경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대한 대응체계 및 훈련을 지속적
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연탄을 선박으로 공급받는 삼천포화력본부, 영흥화력본
부는 하역부두 내 정박선박에서 소량의 유류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선
박의 방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 분 주요 환경 리스크 구 분 주요 환경 리스크

삼천포 유류,화공약품 유출 영동 화공약품 유출

영흥 유류,화공약품 유출 여수 송유관파열,화공약품유출

분당 화공약품 유출

<누유방재 모의훈련>

화공약품 유출 사고 훈련

<화공약품 유출 대응 모의훈련>

-

500 

2011년 2012년 2013년



생물다양성 보호

한국 남동발전의 각 발전소는 생태계보호지역을 피하여 건설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발전소는 주변 생태계의 특징을 파악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
영흥화력본부는 건설사업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 변화를 극소화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복
원을 위한 생태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지역에 수목과 관목을 이식하고, 신
규 조림하며 수목원, 생태연못, 잔디광장, 생태통로 조성 등 부지면적 73,900 제곱미터
의 생태공원을 영흥화력본부 부지 내 건립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조사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소 건설 시, 발전소에 의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조사∙예측∙평가하여 환
경오염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중에는 물론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과
생태계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사후결과를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사
회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행 시, 사업시행에 따른 식물군락 및 야생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4계절마다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자연도를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보
호종이 발견될 경우 대체서식지 조성 등 그 외 적합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분 사업소 내 용 기 간

환경영향평가 해당없음

<2013년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조사 추진현황>

<영흥화력본부 생태공원>

또한 영흥화력 해상에 인공조수 웅덩이(Tidal pool), 해중림(海中林)을 조성하여 해조류
와 연체동물 등의 서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Tidal Pool과 해중림
인공조수 웅덩이 조성으로
해조류 서식환경 개선

남동발전 사업소 주변 생태계
한국남동발전 각 사업장 주변 생태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러한 생태 특성을 파악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생태계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후환경
영향조사

삼천포 삼천포화력 제3회처리장 증축사업 ’13.03~’13.12

영흥

영흥화력 3,4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04.01~’14.03

영흥화력 5,6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09.11~’19.12

여수
여수화력 1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12.07~

여수시 일림산 철쭉사천시 광포만 대추귀고동 영흥도 갯벌 검은머리물새 강릉시 안인사구 보리사초

한국남동발전의 각 발전소에서는 주기적으로 주변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천포화력본부 영흥화력본부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한국남동발전은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실시간 측정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보고

서 및 사업소 별 환경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사 환경 종합감시 시스템
한국남동발전은 각 사업장의 굴뚝에서 측정되는 배기가스의 NOx , SOx , 먼지, 유량 등
을 5분, 30분 Data로간 측정하여 각 지자체와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하여 신속하고 정
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Clean Sys.) 또한 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자체 관리기준을
초과할 경우 배전반 및 대기관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확립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변농도 측정망
유연탄 발전소인 삼천포화력과 영흥화력은 주변 지역의 대기질을 연속 측정하여 발전소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전광판으로 상시공개, 제공
되고 있습니다.

구 분 SO2 (ppm) NO2 (ppm) PM-10(ug/m3)

환경기준 0.05 0.06 100

삼천포 0.014 0.011 22

영 흥 0.004 0.016 61

<전사 환경 종합감시시스템 운영 현황>

사업장
굴뚝배출

현황
주변환경

농도
수질배출

현황
기상정보

삼천포
•NOx, SOx
등8개 항목

• SO2, NO2

PM-10
•PH,COD,

유량
•온.습도,풍향
등 7개항목

영흥
•NOx, SOx
등7개항목

•SO2, O3 등 5개항
목

-
•온.습도,풍향
등 5개항목

* 주변환경 대기질 조사결과 1년 평균치

<2013년 주변환경 농도 측정치>

<환경 측정 전광판 운영>

해양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영흥화력은 주변 해역의 종합적 해양환경을 조사,예측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시스템은 풍향,풍속,온도,습도,기압,파고,조위,수온이 실시간 측
정되며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영향 최소화 대책과 해양환경
분쟁에 대한 과학적 규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소식지발간
각 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경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주
변 환경영향과 환경관리 실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주민과의 의사소
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NOx, SOx
등7개항목

•SO2, O3 등 5개항
목

•온.습도,풍향
등 5개항목

영동
•NOx, SOx
등8개항목

- -
•온.습도,풍향
등 6개항목

여수
•NOx, SOx
등8개항목

-
•PH,COD,SS, 

T-N,유량
•풍향,

대기안정도

분당
•NOx, SOx
등5개항목

NO2
•PH,COD,SS,     

유량, 온도
•온.습도,풍향
등 6개항목

•환경관리공단전송 • 전광판 게시 •자체감시



주요 Issue 2010~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중점 추진계획

환경경영시스템 고도화
• 전사 ISO 14001 통합 재인증
• 영동, 여수, 분당 녹색기업 연속 재지정

• 전사 ISO 14001 사후관리 철저
• 전사 녹색제품 구매확대 유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영향 최소화

• 인천광역시 Blue Sky 협약 체결
• 삼천포 1,2호기 탈질설비 설치
• 여수 2호기 탈질설비 설치
• 삼천포 3,4호기 전기집진기 보강

• 수도권대기총량제 적극 대응
•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초과방지대책 수립
• 발전부산물 재활용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수요처 확대
•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

친환경 발전소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영향 최소화

• 인천광역시 Blue Sky 협약 체결
• 삼천포 1,2호기 탈질설비 설치
• 여수 2호기 탈질설비 설치
• 삼천포 3,4호기 전기집진기 보강

• 수도권대기총량제 적극 대응
•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초과방지대책 수립
• 발전부산물 재활용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수요처 확대
•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 전 사업장 환경종합 감시시스템(Clean System) 구축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환경소식지 발간

• 정부3.0 정보공개 및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통한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 지역 및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 파트너쉽 강화

환경리스크 대응력 강화 • 유류 유출사고 대응력 강화
• 저탄장 비산먼지 방지
• 유류 및 유독물 유출사고 방지

News in 2011~2013
여수 #2 친환경 설비 개선사업 완료 (2011년)

여수 2호기는 노후화에 따라 순환유동층보일러 타입의 발전소로 설비
를 개조하였습니다, 기존 중유보일러의 환경기준치 대비 대기배출물 발
생량을 70%이상 감축하는 친환경발전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수화력 자원순환선도기업 대통령표창 수상(2013년)

여수화력은 공기업 최초로 자원순환선도기업 최고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발전부산물(석탄회, 탈황석고) 100%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 및 친환경경영을 적극 이행하
고 있습니다.



주요 Issue 2010~2011년 주요성과 2012년 중점 추진계획

인권 및 다양성 존중
▫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여성 및 장애인 등)
▫ 발전사 최초의 ‘채용확정형 청년인턴제’시행

▫ 양성평등컨설팅(AA)을 통한 모성보호프로그램 강화
▫ 정규직 대상 단시간 근무제 확대
▫ 멘탈 피트니스 프로그램 도입

인적자원개발

▫ 직급별 학점이수 제도,  필수학점이수 제도 도입
▫ 해외사업아카데미 비즈니스 Speaking 특별반 운영, 
▫ 10대 중점기술 그룹 특화교육 시행
▫ e-HR 교육시스템 구축•활용

▫ 인당 학습시간 목표 운영으로 자기주도학습 문화 정착
▫ CEO 양성교육 시행(글로벌 역량 강화)
▫ 10대 중점기술 그룹활동 및 특화교육 시행
▫ e-HR 교육시스템 고도화, 스마트러닝시스템 구축

▫ 정부주관, ’11년 가족친화기업인증

▫ KOSEP Healing Camp운영

▫ 장례토탈, 재무설계서비스 도입, 추진

▫ 본사이전에 따른 이주직원 주거안정화 계획 수립

▫ 사택 내 복지후생시설 개선 등

함께하는 일터

복지후생제도 운영

▫ 정부주관, ’11년 가족친화기업인증

▫ KOSEP Healing Camp운영

▫ 장례토탈, 재무설계서비스 도입, 추진

▫ 본사이전에 따른 이주직원 주거안정화 계획 수립

▫ 사택 내 복지후생시설 개선 등

사업장안전보건

▫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

▫ 제10회 대한민국안전대상국무총리상 수상

▫ 전직원대상 특별암검진 시행(참여율 : 93%)

▫ KOSEP형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고도화

▫ 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료기관 협약 체결

▫ 병력추적관리, 폭넓은 의료혜택 제공 등

노사관계선진화

▫ 합리적 단체협약 체결

▫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노사공동협약 체결

▫ 법과 원칙의 KOSEP형 노사관계 정착

▫ 임금/단체협약의 자율 체결

p.42

News in 2010~2011News in 2010~2011
2011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1년 가족친화 우수기관’인증을 받았다. 남동
발전은 근로자 건강관리, 생애주기별 지원, 출산지원, 자녀양육 및 교육지
원, 근무환경 유연성, 가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특별암검진 등의 프
로그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노사합동 사회공헌 선언 및 협약 체결

한국남동발전 노사는 2011.12.16 소외된 이웃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나눔의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공동 추진하기
로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음



인적 자원개발 (ppt양식 2)

’10 보고서 P71
’11 보고서 P73

담당자 정상근
원고상태 1차 원고

한국남동발전은 임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자 회사의 비전(Vision) 달성을 위한 지속성장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역량개발
을 위해 인재양성로드맵에 따라 신입직원부터 퇴직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 및 학습조직 확대

역량기반 의 교육체계 수립을 통한 경영성과 창출
한국남동발전은 ‘Global Power Leader’라는 비전 아래 2023년까지 매출액 11
조원, 설비규모 18,000 MW, 성장사업 매출비중 22%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중
장기 목표를 실현하고자, 교육미션을 ‘혁신마인드와 실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
재 양성으로 회사비전 및 경영목표 달성 선도’로 정하고 이를 모든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소통하는 글로벌인, 열정적 전문인, 도전적 미
래창조인’이라는 인재상과 역량기반 성과창출의 교육체계를 수립한 후, 우수인
재 양성을 위해 KOSEP 가치 내재화, 직원경쟁력 강화, 핵심인재양성, 성과를
창출하는 HRD를 4대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국남동발전은 2023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역량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
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역량 Gap 진단에 따른 자기개발계획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여 인당 학습시간이 2012년 133hr에서 2013년
135h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신입직원, 초급관리자 등에게 직급별 리더십
및 창조혁신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수료 후에는 상시 교육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시행하여 교육효과를 제
고하고 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 직원 교육만족도가 2012년 87%에서
2013년 90%로 지속 향상되었습니다.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기타

교육훈련체계도
소통하는
글로벌人

유연적 사고로 내외부와 소통하고 환경을 고려하여 글로벌을
이끄는 인재

인재상

KOSEP 가치내재화KOSEP 가치내재화 핵심인재양성핵심인재양성직원경쟁력강화직원경쟁력강화

역량기반 성과창출
HRD 인프라 구축
역량기반 성과창출
HRD 인프라 구축

• 인재상 재정립
• 인재상에 맞는
채용기법 도입

• 혁신교육을 통한
KOSEP가치 내재화

•자기주도인프라구축
• 내실있는 위탁교육
• 사내교육인프로구축

•핵심인재교육방안수립
•Global인재육성체계수립
•산학협력을통한우수
인재양성

인재육성전략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기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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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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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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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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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글로벌人

유연적 사고로 내외부와 소통하고 환경을 고려하여 글로벌을
이끄는 인재

열정적
전문人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로 준비된 인재

도전적
미래창조人

도전적인 정신과 태도로 無에 도전하고 有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지향적 인재

성과를창출하는
HRD

성과를창출하는
HRD

•교육성과모니터링및
피드백강화

•선진HR기법적용
•채용시스템/제도지속
Upgrade



KOSEP 해외사업 Academy 
한국남동발전은 2011년 부터 2013년 까지 매년 KOSEP 해외사업 Academy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KOSEP 해외사업 Academy는 미래 성장동력인 해외사
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남동발전
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해외사업 Academy를 통하여 우수인재
Pool을 확보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해외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
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학점이수제 도입
한국남동발전은 인사제도와 연계하여 실행력이 강화된 학점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이 인당 135시간으로 증가되었습니
다. 학점이수제의 도입으로 자기주도 학습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구 분 12년 13년

총 교육비 9,695 10,451

1인당
교육비

5.53 5.56

(단위 : 백만원)

10대 중점기술 로드맵 확정 및 정교화

한국남동발전은 10대 중점기술 그룹을 운영하여 핵심인력 양성 및 기술력 확보를 통해 2020년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회사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한국남동발전
은 타 발전회사 비교하여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석탄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저품질탄의 연소기술, 설비이용률 증대를 위한 예측정
비기술, 환경규제에 대비한 친환경설비기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사업분야 전문가 양성 등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10대 기술 정교화를 위한 기술
Tree 및 로드맵 재정립과 세부요소기술별 Action Plan 수립을 통해 기술확보를 위한 실행력 제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 분 2012년 2013년

1급 81(207.7%) 88(195.6%)
2급 253(225.9%) 404(345.3%)
3급 1,150(284.0%) 1,596(385.5%)
4급 3,511(274.5%) 2,823(210.8%)

(단위 : 인원)

<기술전략 Milestone> <2020 인력 및 기술개발 목표>

<세부요소기술 Action Plan>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

조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및 개인의 성과에 따른 공정한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성과관리제도들을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통합한 통합 성과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임직원 및 조직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 통합성과관리제도 구축 소사장제도,
내부경영성과평가, 정부경영평가 등 개별
성과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경영목표/전략과
Align하고 성과관리제도간 상호 목표 및 성
과를 공유함으로 성과관리 역량을 극대화하
여 2011년도 정부경영평가에서 기관 및 기
관장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과
조직의 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인평
가제도를 정비하여 회사와 직원 모두가 상
생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Line of Sight를
강화하였습니다.

성과중심 보상체계 지속적인 우수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성과연봉제 도입, 포상제
도, 인사 및 교육 반영, 국내외연수 벤치마
킹 기회 부여 등의 보상 제공을 통해 지속
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보다 역동
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과중심 기업문화 정착 Visual Planning제도를 통해 개인 성과목표를 구성원과 공유하
고 실행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우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상호 Communication channel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서별 Best Practice를 혁신 Festival, 우수성과경진대회 등 성과공유제도를 통해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를 통한 남동발전 고유의 문화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성과중심 보상체계 지속적인 우수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성과연봉제 도입, 포상제
도, 인사 및 교육 반영, 국내외연수 벤치마
킹 기회 부여 등의 보상 제공을 통해 지속
적으로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보다 역동
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VP Dash Board



복지 후생제도 운영
한국남동발전은 신입직원의 입사에서부터 퇴직시까지 Life Cycle에 맞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시절에는 출산과 생활안정관련 지원, 중견사원시절에
는 자녀교육과 주택마련 자금, 퇴직자는 퇴직준비프로그램(Outplacement)의 제공 등을 통해 전 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후생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임직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기별 노사협의회,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
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 개선을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인당 복리후생비용은
약 2,104만원 수준으로 2010년 대비 약 0.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총
42명의 퇴직자에 대해서 34.5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으며, 전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로 83.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남동발전 설비관리기술 ROADMAP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복리후생비 총액 (만원) 1인당 복리후생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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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원범위

한국남동발전은 직원들의 선택폭 확대, 퇴직급여수급권 확보, 노후자금 확보 토대 마련
을 위해 2011년부터 간부영역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이며, 재직중인 직
원뿐만 아니라 퇴직을 앞두고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하는 선배님들을 위해 퇴직프
로그램(Outplacement)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사내퇴직급여충당금으로 운영중이던 직원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제도 선택폭 확대, 사외적
립의무화로 퇴직급여수급권을 확보하였으며, 노후자금 확보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1년 간부직원 영역에 퇴직급여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12년에는 직원영
역까지 이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직프로그램(Outplacement) 참여수준
재직중인 직원 뿐만 아니라 퇴직을 앞둔 선배직원들에게 맞춤형 퇴직프로그램
(Outplacement) 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준비토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입초
기에는 한전 중앙교육원(KEPCO Academy)에서 커리큘럼을 이수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전
문기관에 과정을 개설하여 퇴직을 앞둔 선배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부동산 강좌, 제2
인생 설계 등에 대한 특강 등을 수강 중에 있습니다.

남동발전 설비관리기술 ROADMAP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직원 근로의욕 및 공
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직원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으로
서는 생활안정자금 대부, 장학금∙경조금∙명절 기념품 지급,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 등이
있으며, 직원 1인당 2009년 110만원, 2010년 97.5만원, 2011년 154만원을 지출하였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1인당 지출액 추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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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 지급

▫ 경축금 : 본인결혼 200만원, 자녀결혼 100만원, 부모장수축하금(회갑, 칠순, 팔순) 50만원, 자녀출산(50~200만원)

▫ 조의금 : 부모상 200만원, 승중상 및 자녀상 150만원, 본인상 2,000만원, 배우자상 1,000만원

▫ 화환 : 10만원 상당 사장 및 노조위원장 명의 경축화환 및 조화 지급

주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 주택자금 대부 : 구입시 최대 7,000만원(20년 상환/이자율 4.5%), 임차시 최대 4,000만원

(15년 상환/이자율 4.0%)

▫ 생활안정자금 대부 : 2,000만원(10년 상환/연간 120명 대상)

휴양시설 운영
▫ 하계체련장 운영 : 전국 권역별 10개 시설 442명 이용

▫ 생활연수원 운영(속초, 수안보, 무주, 제주)

명절기념품 지급 ▫ 설, 추석 명절기념품 지급 : 각 10만원 상당 기념품(온누리상품권)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 ▫ 직원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을 통한 건강한 직장생활 지원

건강검진 시행 ▫ 연 1회 정기검진, 혈액정밀 및 특별검진(격년), 진료비 할인(한일병원), ’11년 특별 암검진 시행

복리후생비 지원 ▫ 급식∙교통∙난방보조비∙건강관리비 지급, 중∙고 자녀학자금 보조, 대학학자금 대부 등

재직중인 직원 뿐만 아니라 퇴직을 앞둔 선배직원들에게 맞춤형 퇴직프로그램
(Outplacement) 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제2의 인생을 준비토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도입초
기에는 한전 중앙교육원(KEPCO Academy)에서 커리큘럼을 이수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전
문기관에 과정을 개설하여 퇴직을 앞둔 선배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부동산 강좌, 제2
인생 설계 등에 대한 특강 등을 수강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복리후생 내역



남 동 OHSM 모 델 ¡ ° 남 동 OHSM(Occupational Health ＆ Safety
Management : 직무관련 안전보건관리) 모델"은 사내 안전문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남동발전의 노력을 담은 안전분야 추진 체계입니다. 남동 OHSM 모델을
기반으로 전 사업장에 안전관리 체계의 통일성을 확립하여 자율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SHA 18001, K-OHSMS 18001) 공동인증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소방방재설비 최적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간안전인증 또한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1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국무총리상을 삼천포화력
본부가 수상하였으며, 한해 동안 산업재해 없는 무재해를 실현하였습니다.

협력회사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한국남동발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 직
원이 법적 안전교육을 이수고 있으며, 나아가 외부 안전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관리감독자 Cyber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 의식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규 및 전사 절차서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서
를 수립,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는 사업소별로 협력회사 안전관리 평가(CSM,
Contractor Safety Management)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경영을 유도하여 직
원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및 정
비운영 하청인력의 근로시간은 채용시 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재난대비 비상대응체계 확립 한국남동발전은 국민에게 차질 없는 전력공급이
라는 사명감을 완수하기 위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절차에 대한 위기대
응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
해서는 유형별로 총118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구축․운영하여 전 직
원이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이 참여하는 불시 재난
대응훈련은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업
무가 수행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CEO의 안전보건방침인 ¡°자율 안전문화 실현으로 인간존중 이념 구현¡±을 실천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남동만의 안전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본사 및 각 사업소에서
노사 동일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
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그 중 심의·의결·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내보, 게시
등을 통해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차원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시 임직원의 건강을 위하여 정기 법정 건
강진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전 진단 및 질병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사무실내 공기를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재현황 및 재해율 임직원 및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및 재해예방 노력으
로 10년 이상 장기 무재해 사업장이 2011년 말 현재 2개(여수, 분당)이며, 특
히 여수화력은 무재해 27배수를 지속하여 국내 최장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
다. 평균 재해율도 최근 3년간(¡¯09~¡¯11) 동종업종 0.09~0.05% 보다 작은
0.00~0.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재난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설비안전성 제고활동을 추진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재해자 재해율

삼천포화력
영흥화력
영동화력
여수화력

분당복합화력

1 0.05 1 0.05 0 0.00

동종 업종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0.09% 0.07% 0.05%

발전현장순회 개인보호구착용실태 점검, 교대근무자 건강 측정(월2회)

건강증진관리 질병 유소견자 관리 및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측정 상담

보건교육실시 직업병 예방, 계절적 질환, 전염병/성인병 예방관리

사무실 공기질 측정 호흡성 분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 자료출처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난대비 비상대응체계 확립 한국남동발전은 국민에게 차질 없는 전력공급이
라는 사명감을 완수하기 위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절차에 대한 위기대
응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
해서는 유형별로 총118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구축․운영하여 전 직
원이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이 참여하는 불시 재난
대응훈련은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재난관리 업
무가 수행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신뢰의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협력적 노사관계는 회사 경쟁력의 원천이며 지속발전 가능성의 바탕이 됩니다.  노사협의회, 경영현안 설명회, 열린대화, 고충해결 등 노사간 다양
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현황
한국남동발전의 전체 근로자는 1,913명이며 노동조합 조합원 은 전체 근로자의
68.6%이며,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 으로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남동
발전노동조합은 2011.10.18에 설립되어 전체 근로자의 59% 가 가입되어 있고 한
국남동발전노동조합은 2011.7.3에 설립 되어 전체근로자의 1%가 가입하였습니
다. 발전 5사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2001.7.24에 설
립되어 전체 근로자의 8%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모든 사업장에 대
해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1. 3.17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직원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통채널을 통한 노사간 신뢰강화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소 또한 분기 1회의 빈도로 사업소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전체적인 틀에서 회사의 발전과
노사상생을 논한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단체협약서¡¯에 따라 회사의 중
요사항은 90일 이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상호협의를 통하 처리하게 되어 있습
니다. 또한 한국남동 발전은 직원의 진심을 알아야 노사가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
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경영진과 열린대화, 
경영현안 설명회, 제안제도 등 양방향 소통채널을 운영을 운영함으로써 ¡°노사는
하나¡± 라는 공감대와 기업가치를 공유하고 직원이 즐겁고 편하게 일할수 있는 조
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 있습니다. 

직원고충처리제도 운영
한국남동발전은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충 처리 프로세스는 집단
고충과 개인고충으로 구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고충은 노사간 실무위
원회, 노사간 대안 모색과 협의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개인고충 처리를
위해서는 본사 및 사업소에 고충처리 위원(회사 : 사업소장 ; 노동조합 : 지부위
원장)을 노사 각 1인씩 두고 있으며 위원들은 직접 대화, 구두 상담, 서면, 인트
라넷 등으로 고충을 접수, 해결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위원으로 해결이 안될 경
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부의함으로써 직원의 고충이 100%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업무와 별개로 고충처리가 어려운 개인 정신건강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hilling Camp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집단 고충처리 시스템> <개인 고충처리 시스템>소통채널을 통한 노사간 신뢰강화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소 또한 분기 1회의 빈도로 사업소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전체적인 틀에서 회사의 발전과
노사상생을 논한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단체협약서¡¯에 따라 회사의 중
요사항은 90일 이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상호협의를 통하 처리하게 되어 있습
니다. 또한 한국남동 발전은 직원의 진심을 알아야 노사가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
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경영진과 열린대화, 
경영현안 설명회, 제안제도 등 양방향 소통채널을 운영을 운영함으로써 ¡°노사는
하나¡± 라는 공감대와 기업가치를 공유하고 직원이 즐겁고 편하게 일할수 있는 조
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 있습니다. 

<노사간 커뮤니시스템 운영>

<노사간 소통 및 신뢰 강화> <경영현안설명회>

< 노사 사회공헌 협약 체결>

노사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실천
한국남동발전은 노동조합을 경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노동조합은 사회구성원으로
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노사가함께하는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
해 노력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되기위해 노사가 사회공헌 실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전 직원 끝전모으기를 통한 연탄나눔봉사, 전통시장살리
기, 김장 나누기, 결식아동 돕기 등 사회공헌 실천에 노사가 적극 참여하여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노사합동 연탄 나눔 봉사>



•소통과 신뢰의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협력적 노사관계는 회사 경쟁력의 원천이며 지속발전 가능성의 바탕이 됩니다.  노사협의회, 경영현안 설명회, 열린대화, 고충해결 등
노사간 다양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현황
한국남동발전의 전체 근로자는 2,164명이며 노동조합 조합원은 전체 근로자의
68%이며, 2011.7.1 복수노조제도 시행으로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남동 발
전노동조합은 2011.10.18에 설립되어 전체 근로자의 61.5%가 가입되어 있고 한
국남동발전노동조합은 2011.7.3에 설립 되어 전체근로자의 0.7%가 가입하였습니
다. 발전 5사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2001.7.24에
설립되어 전체 근로자의 5.8%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모든 사업장
에 대해 실질적인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된 남동발전노동조합과 2012.5.9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직원은 자유로
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통채널을 통한 노사간 신뢰강화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소 또한 분기 1회의 빈도로 사업소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전체적인 틀에서 회사의 발전과
노사상생을 논한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단체협약서에 따라 회사의 중요사
항은 90일 이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상호협의를 통하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남동 발전은 직원의 진심을 알아야 노사가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
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경영진과 열린대화, 경영현
안 설명회, 제안제도 등 양방향 소통채널을 운영을 운영함으로써 노사는 하나라는
공감대와 기업가치를 공유하고 직원이 즐겁고 편하게 일할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 있습니다. 

직원고충처리제도 운영

한국남동발전은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충 처리 프로세스는 집단
고충과 개인고충으로 구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고충은 노사간 실무위원
회, 노사간 대안 모색과 협의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개인고충 처리를 위해
서는 본사 및 사업소에 고충처리 위원(회사 : 사업소장 ; 노동조합 : 지부위원장)
을 노사 각 1인씩 두고 있으며 위원들은 직접 대화, 구두 상담, 서면, 인트라넷
등으로 고충을 접수, 해결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위원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노사
협의회 안건으로 부의함으로써 직원의 고충이 100%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업무와 별개로 고충처리가 어려운 개인 정신건강 문제해결
을 위해 외부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healing Cam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 고충처리 시스템> <개인 고충처리 시스템>소통채널을 통한 노사간 신뢰강화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소 또한 분기 1회의 빈도로 사업소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전체적인 틀에서 회사의 발전과
노사상생을 논한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단체협약서에 따라 회사의 중요사
항은 90일 이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상호협의를 통하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남동 발전은 직원의 진심을 알아야 노사가 신뢰할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
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경영진과 열린대화, 경영현
안 설명회, 제안제도 등 양방향 소통채널을 운영을 운영함으로써 노사는 하나라는
공감대와 기업가치를 공유하고 직원이 즐겁고 편하게 일할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
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 있습니다. 

<노사간 갈등예방시스템>

<노사간 신뢰지수(TI)> <경영현안설명회>

< 노사 사회공헌 협약 체결>

노사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실천
한국남동발전은 노동조합을 경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노동조합은 사회구성원으로
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노사가함께하는 행복한 사회구현을 위
해 노력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기관이 되기위해 노사가 사회공헌 실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전 직원 끝전모으기를 통한 연탄나눔봉사, 전통시장살리
기, 김장 나누기, 결식아동 돕기 등 사회공헌 실천에 노사가 적극 참여하여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노사합동 연탄 나눔 봉사><노노간 중재도출시스템>



일하기 좋은 일터(GWP) 조성

한국남동발전은 구성원간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진·직원간의 ‘관계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향상시켜 ‘고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자 GWP(Great Work Place)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남동발전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GWP 수준 진단, To-be 순회 워크숍 개최, 훌륭한 일터(GWP)추진 기본계

획 수립 등 GWP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2011년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 애사심이 넘치는 일터, 일하는 재미가 있는 일터 구현을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GWP 진단 및 추진계획 수립 2011년도는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GWP 추진하는 한 해였습니다. 6월에는 회사 창립이래 최초의 신
뢰지수(TI)진단을 시행하여 공공부문 평균 71% 보다 낮은 수준인 65%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GWP 순회워크
숍, 서번트리더십 진단을 시행하여 ‘GWP 추진기본계획’을 수립·운영함으로
써 본격적인 GWP를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직문화개선방향>

양방향 소통 활성화 한국남동발전은 다양한 채널로 소통의 활성화로 조직의
활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CEO는 매주 수요일을 현장 방문의 말로 정하여
현장 방문하여 직원을 격려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경영상의 문제점 해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경영전략회의, 매월 경영실적분석회의 및 신
사업운영회의체를 운영하여 회사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공유를 하고 있습니
다. 미래중역전략회의, 오아시스제안 제도를 통해 직원의 아이디어를 수용
하여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경영진-직원간 도시락간담회, CEO-
직원과의 열린대화 등 직접대화, 직급-직군-부서간 벽허물기를 통하여 소통
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사심이 넘치는 일터 일하기 좋은 일터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이 돈 버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회사의 일에 대해 강한 애정과 긍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조직의 궁극적 지향점인 비전을 구성원 및 조직
전체에 수용시키기 위해 KOSEP Way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비전을 일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소외된 이웃에 ‘에너지 복지’
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로 나누는 빛과 희망’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애사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당 교육시간 목표 설정 등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
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변화관리교육, 신사업, 해외
사업 확대에 따른 전문과정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GWP 비전, 목표, 추진체계>

비전

목표

추진체계

애사심이 넘치는 일터 일하기 좋은 일터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일이 돈 버는
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회사의 일에 대해 강한 애정과 긍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조직의 궁극적 지향점인 비전을 구성원 및 조직
전체에 수용시키기 위해 KOSEP Way를 통해 개인과 조직의 비전을 일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소외된 이웃에 ‘에너지 복지’
를 지원하기 위한 ‘전기로 나누는 빛과 희망’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애사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당 교육시간 목표 설정 등 구성원의 역량개발을 위해 교
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변화관리교육, 신사업, 해외
사업 확대에 따른 전문과정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재미가 있는 일터 한국남동발전은 구성원간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구, 야구, 테니스,
등산 등 개인과 조직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회사
는 이들 동호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일과 삶의 조화’를 위
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시퇴근 캠
페인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하도록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장기근속 격려금’과 ‘장기재직휴가’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직원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에 케익과 축하화환을 CEO의 축하편지
와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 ’12년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 대상 수상>



일과 삶의 균형
임직원의 창의성과 혁신능력은 일과 삶의 조화 속에서 나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임직원 개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가족, 출산, 모성보호 등의 지원을 통해 일과 개인, 가정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 프로그램
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및 직원 가족에 대한 펀경영을 통한 발전사업의 가족공유를 위하여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설비관리기술 ROADMAP가족초청 경영현황 설명회 노사 한마음 체육행사 역사탐방행사

▫ CEO, 직원가족 기념일 축하 이벤트 ▫ 가족초청 발전소 견
학 ▫ 가족사랑 사진공모전
▫ 가족과 함께하는 비만 탈출, 금연캠페인 ▫ 주말농장 운영

가족관련 지원제도 (1)

출산장려금

▫ 첫째 자녀 출산(50만원), 둘째 자녀 출산

(100만원), 셋째 자녀 출산(150만원),

넷째 자녀 출산(200만원)

여직원

휴게실 운영

▫ 여성직원 고용확대 및 임산부를 위한

휴게실 설치운영으로 근무환경 개선

HOT-Day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HOT-Day로

지정하여 직원들의 정시퇴근 권장

▫ HOT-Day : Home On Time Day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한국남동발전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를 마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Work & Life 
Balance)을 추구하며 GWP(Great Work Place)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자/복직자/퇴직자
연도 휴가사용 복직 퇴직 복귀율

2009 12 10 2 83.3%

2010 15 14 1 93.3%

2011 12 11 1 91.7%

계 39 35 4 89.7%
육아휴직 사용자/복직자/퇴직자

연도 휴직사용 복직 퇴직 복귀율

2009 8 7 1 87.5%

2010 18 17 1 94.4%

2011 14 12 2 85.7%

출산장려금 지원

남동발전 설비관리기술 ROADMAP가족초청 경영현황 설명회 노사 한마음 체육행사 역사탐방행사

육아휴직

제도

▫ 생후 6년 미만 산모 육아휴직 부여로 가

정과 회사가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모성보호

휴가부여

▫ 보건휴가 : 여성직원 매월 1일의 보건휴

가 또는 임신한 경우 정기 검진휴가 부여

▫ 산전, 산후 휴가 : 임신중인 여성직원에

게 산전, 산후를 통하여 90일간 유급휴

가 부여

▫ 육아휴직 : 직원(남녀불문)의 생후 6년

미만 영아양육을 위해 양육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 및 유산시 3일간 휴가 부여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위해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
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일과 출산을 동시에 수행하
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은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 및 보육료 지급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출산기념품 지급, 출산장려금을 우선적으로 지
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 출산시(50만원)
부터 둘째 자녀(100만원), 셋째 자녀(150만원), 넷째 자녀
(200만원)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보육
단가의 50% 해당금액을 보육수당 및 유아 자녀교육보조
비로 책정,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활동을 통해서 업
무적으로 뛰어난 인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가정이 가진 사
회적 기능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유아자녀

교육

보조금 지급

▫ 만 0세 유아자녀 : 197,000원/월

▫ 만 1세 유아자녀 : 174,000원/월

▫ 만 2세 유아자녀 : 143,000원/월

▫ 만 3세 유아자녀 : 99,000원/월

▫ 만 4세 유아자녀 : 89,000원/월

▫ 만 5세 유아자녀 : 89,000원/월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만원) 출산장려금 수혜인원 (명)

9400 9450

0

10000

2010년 2011년

131 132

0

2010년 2011년

* 퇴직사유 : 양수부문 분리에 따른 이직

2011 14 12 2 85.7%

계 40 36 4 90.0%

가족초청 경영현황 설명회

가족관련 지원제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