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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술로 미래를 창조하는 친환경 에너지 리더로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을 선도하여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남동발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남

동발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제, 사회, 환경적 노력 및 성과를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새롭게 수립한 전략과 비전을 바탕으로 경영상의 주요 변화와 방향성을 공유하고자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

한국남동발전의 일곱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 Core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산업별 부가지표인 ‘전력유틸리티 산업‘ 지표를 포함하

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내부·외부 환경분석,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도출된 이슈를 바탕으로 4대 지속가

능경영 핵심 측면(Core Aspects)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측면의 선정 배경과 이슈 대응성, 주요 정책, 활

동, 성과를 핵심 측면별 경영접근방식(MA : Management Approach)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 기간

한국남동발전은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의 보고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활동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주요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해서

는 2018년 6월까지의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정량적인 성과의 경우 추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3~4개년 데

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본 보고서는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삼천포발전본부, 영흥발전본부, 분당발전본부, 영동에코발전본부, 여수발전

본부 등 6개 사업소를 보고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재무정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연결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

며,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타 정보는 한국남동발전의 별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전 보

고 이후 변동된 사항이 없는 일부 성과와 정보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기술 되었으며, 일부 수정된 데이터는 해

당 페이지 내에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 과정의 적합성과 충실성, 보고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검증 기관으로부터 제3자 

검증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검증 결과는 Management Switch 파트의 제3자 검증 의견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문의

본 보고서는 홈페이지(www.koenergy.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고서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bout this report

본사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

담당부서  기획처 홍보실

Tel  070-8898-1138

E-mail  showboyi@ko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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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한국남동발전은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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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자체개발 400MW)과 신안(공동개발 1GW) 복합단지 개발

· 미활용되던 해남의 대규모 염해부지 확보, 정부정책 대표사업 선정

· 사업별 공동개발 협약 체결 및 풍황계측기 설치 (신안)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및 국내 최초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 

· 군산(국가산단 내 유수지 활용)과 고흥호(농어촌공사 보유 담수호) 수상태양광 추진

· 국내 최초 전력계통 연계형 100kW급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

해외 진출 및 신사업 개발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 인도네시아 Amurang 유동층 석탄화력 발전소 O&M 지원계약 체결

· 네팔 수력 공기업 최초 정부보증 PPA(장기구매계약)체결

대규모

복합단지개발

협업사업

확대

사업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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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s

사회적가치 중심의 경영체계를 고도화하여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선도 등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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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사회공헌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신재생융합 기술연구소 

및 스마트 발전소 구축

에너지공급 누적 

수혜자 3,200세대

산업부 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

직접고용과 투자확대 

효과 9,583명

안전·보안

정보보안실태평가 

4년 연속 우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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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은 대한민국의 전력산업을 선도하는 에너지공기업으

로서 지속성장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8년 그간의 노력을 소개하는 일곱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를 자부하는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최대 단위화력 발전시설을 보유한 영흥발전본부를 비롯하여 삼천포

발전본부, 분당발전본부, 영동에코발전본부 및 여수발전본부 등 5개 

발전소를 운영하며, 태양광과 해상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친환경 발전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10,344MW의 설비용량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기 

공급량의 13% 이상을 공급하며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있

으며, 다각적인 에너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전원을 구성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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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

습니다.

기존의 원자력과 석탄화력 중심의 발전산업 패러다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

책과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따라 급속한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산업 구조의 개편

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남동발전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

너지 발전비율 목표를 25%로 설정하고 에너지원별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

다. 특히 2017년 말 완공된 제주 탐라해상풍력단지는 30MW 용량의 대형사업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경남 고성군의 100KW급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신재생에너

지 사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입니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녹색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 세계 197개국이 참여하여 발효된 파리협정의 채택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 37%(BAU대비) 달성을 위하여 발전부문은 19.9%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남동발전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첨단기술의 도

입과 발전 부산물의 자원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환경설비에 대

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상생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하여 한국남동발전은 사

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2017년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신사

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 및 민간협력 사업을 통해 5천여 명의 고용창

출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4천여 

명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경

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수익공

유형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기반산업 지원 등 핵심적인 사회적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고 상생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 

한국남동발전은 ‘Vision 2030’ 추진을 통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증진시

키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2,300여 임직원 모두

는 청렴한 공기업,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끊

임없는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셨던 애정

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력하는 한국남동발전과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유향열

한국남동발전은 ‘Clean & Smart Energy Leader’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으로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의 활동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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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전사업

해외자원개발

인도네시아

KOREA

불가리아

칠레

파키스탄

네팔

호주

여수발전본부

영흥발전본부

분당발전본부

삼천포발전본부

영동에코발전본부

회사 소개

사업 소개

2,976.2억 원

 자본금

53,993억 원

  매출액

주요 성과 
2017년 12월 

연결회계 기준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최대 단위화력 발전시설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기업으로, 행복한 국민생활환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산업의 견실한 발달에 기여하여 국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공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8

OVERVIEW Sustainability Report 2018OVERVIEW
SUSTAINABLE SWITCH
SOCIAL SWITCH
MANAGEMENT SWITCH



국내사업 현황 

한국남동발전은 지역별로 발전설비를 보유한 5개의 사업소를 운영하며, 각 사업소는 삼천포발전본부, 영흥발전본부, 여수발전본

부, 영동에코발전본부, 분당발전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전력거래량 기준 12.8%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각 사업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량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현황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원 건설 및 운영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발전소 건설과 운영사업, 성능복구사업 등 체계적인 해외사업을 통해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344 MW

  설비용량

66,709GWh

 전력거래량

2,398명

 임직원수

남동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

기타

12.80%

전력거래량 기준 국내 점유율 운영설비 현황

사업소 사용연료 시설용량(MW)

삼천포화력

유연탄

3,240

영흥화력 5,080

여수화력 668.6

영동화력 무연탄, 유연탄 혼소 200*

분당복합 LNG 922.1

신재생에너지 - 233.7

합계 10,344.4

   
*영동화력 2호기. 영동화력 1호기는 우드펠릿으로 연료전환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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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가전력수급계획에 기반한 전원계획 수립 (제8차)

· Vision 2030의 중장기 추진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발전비율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교체 

· 국내외 발전시설 건설지역에 대한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 건설지역 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발전소 인근 지역 개선

전원계획 발전시설 건설

도로태양광

풍력발전단지

통합제어센터

에너지 자립섬

전기차충전소

해상태양광풍력단지

태양광발전단지

Business Value Chain

한국남동발전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전의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발전산업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전환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과 함께 해외 사업 다각화를 추진함으로써 Clean Energy Leader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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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고효율 발전 연료 조달을 통한 사업의 

   친환경성과 경제성 증진 

·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통한 연료조달 안정성 확보

·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해상풍력, 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 기존 발전 설비에 대한 설비 투자로 고효율 발전소 전환 추진

·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한 기술 제휴 및 투자 추진

· 발전 부산물에 대한 가공 및 관련 서비스 사업 확대 

· 전력 판매 (전력거래소) 

· 전력 송배전 (한국전력공사)

연료조달 송배전

수상태양광

연료조달

해외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에너지저장장치 (ESS)고효율친환경발전소

영농형태양광

KOEN기술센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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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소개

한국남동발전은 고효율 발전소 전환 추진 및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발전, 소수력 및 풍력 발전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발전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천포발전본부 

국내 최초 500MW급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로서 총 설비용량 3,240MW를 자랑하는 남부지역

의 대규모 화력발전단지입니다. 환경보전 및 저원가 발전을 위해 저열량탄을 활용한 친환경 연소

기술을 집중 개발중이며, 탈황·탈질설비 등 최첨단 환경설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회의 생산적 재활용을 위한 정제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국내 최

초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경영 구

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냉각수를 활용한 4,740kW 해양소수력을 개발하여 운

전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인간을 사랑하는 깨끗한 발전소

부지  2,210,000m2–시설용량  3,240MW

준공년도
1983.08.16

1
1993.04.30

3
1997.07.01

5
1984.02.28

2
1994.03.31

4
1998.01.01

6

부지  5,958,153m2–시설용량  5,080MW

준공년도

영흥발전본부 

국내 최초 800MW급 대용량 석탄화력발전소로서 고효율, 최첨단 친환경설비를 갖추고 약 25%

에 달하는 수도권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MWp급 태양

광발전소를 비롯하여 12.6MW급 해양소수력발전소와 46MW급 국산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7년 개관하여 운영 중인 체

험 위주의 전기에너지 홍보관 에너지파크는 청소년들의 과학교육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공간으

로 제공함은 물론 수도권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

2004.07.12
1

2008.06.01
3

2014.06.10
5

2004.11.30
2

2008.12.01
4

2014.11.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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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에코발전본부 

1972년 1호기와 1979년 2호기를 준공한 이래 40여 년 강원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며 안정

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발전소입니다. 2010년 발전원가 절감을 위해 연료공급 설비를 석탄 

전소 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2017년 장기 운영에 따른 설비 효율 저감 대응 및 환경친화 연료

를 통한 대기배출물질 감소를 실천하고자 1호기 우드펠릿 연료전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연료에 맞춘 하이브리드 전기집진기, 사일로 등 환경설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대용량 우드펠릿 

전소 발전을 실현하며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발전소

부지  1,359,018m2–시설용량  325MW

준공년도
1973.05.23

2017.06.30 (우드펠릿 연료전환공사 준공)
1

1979.10.31
2

부지  215,016m2–시설용량  922.1MW

준공년도

분당발전본부 

복합화력 발전방식을 채택하여 수도권 지역에 전력과 난방열을 동시에 공급하고 있는 분당발전본

부는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여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였으며, 환경설비 개선 및 소음방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도심 속의 쾌적한 공원 같은 발전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

내 최초로 2006년부터 300KW급 연료전지를 완공하고, 2013년에 추가로 3MW급을 설치하여 

상업 운용 중이며, 50KW급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발전본부는 기본과 원칙, 소통과 배려, 가치창조의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차고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의 공원 같은 청정발전소

1993.09.16
1

1997.03.31
2

부지  309,173.5m2–시설용량  668.6MW

준공년도

여수발전본부 

여수발전본부는 1977년 중유전소 발전소로 건설되었으나,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설

비운영을 위하여 저렴하고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는 순환유동층 발전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중유 제2호

기(300MW)를 2011년 9월 순환유동층 보일러로 설비를 교체하였고(328.6MW), 2016년 8월 중유 제

1호기(200MW) 또한 새롭게 건설준공하여(340MW) 주변지역 및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안정적

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연료혼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경영

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 표창(2016년),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

통령 표창(2013년)을 수상하였고 차별적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경영대상(2014년), KOSHA / OHSAS 

18001 인증으로 안전관리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발전소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발전소

2016.08.31
1

1977.06.30

2011.09.28 (설비개선공사 준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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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고 태양광·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 전환과 전원포트폴리오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적가치 창출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 윤리 및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외부환경 분석

한국남동발전은 실현 가능하면서도 도전적인 2030 미래청사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2030 전략 도출을 

위하여 정책환경 및 에너지 산업환경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중장기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대응하여 트렌드 변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술 및 사회의 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메가트렌드 

4차 산업혁명은 사회·경제·기술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며, 

에너지산업의 주요 동인은 스마트시티와 빅데이터-IoT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관리 분야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분산형 전원을 하나로

집적하고, 이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제어하는 체계

가상발전소

한 도시 혹은 구역 내에 전력 및 가스 인프라가 양방향 디지털 

통신으로 연결되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개념

스마트시티

제4차 
산업혁명과

메가

정
책

환
경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관련 정책변화

·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정부정책의 영향

   미세먼지 특별대책, 통합에너지 세제 등

· 전세계적 기후변화 관련 합의

   파리기후협정과 신기후체제의 주요 내용

에너지 관련  

정부정책 변화

· 에너지 관련 현행 국가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

· LNG,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강조

사회적가치 

창출 정책

· 일자리 창출 강조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KO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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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에너지 패러다임변화에 대응하고,

파괴적 기술혁신과 에너지 인터넷(IoE, Internet of Energy)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마트계약이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프로슈머-소비자-공급자 간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플랫폼

에너지 Value Chain(발전-계통운영-판매)의 각 단계 별로 IoT,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최적화 하는 체계 

에너지 최적화

Industry 
4.0

트렌드
산

업
환

경

산업환경 

국내 전력시장 구조는 발전부문 경쟁 강화와 판매부문의 경쟁 도입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격입찰제 도입 및 정산 조정계수 조정 등 전력거래제도 개선과 LNG 직도입을 통한 연료구매 경쟁 도입, 발전원 

확대 등으로 인해 발전부문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판매경쟁 도입에 따라 발전사의 판매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동시에 발전과 판매 기능을 동시에 갖춘 민간 사업자와의 새로운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유통구조 개선, 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

· 양방향 입찰1) 등 전력거래제도 개선

· 원칙적, 민간참여 여건 조성

· 기존 조직의 고용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단계적 개방추진

발전경쟁 확대

네트워크 부문

에너지 부문

판매부문 경쟁 도입

발전 전력시장

송전 및 배전

판매

공기업 및 민간 발전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입찰

전기공급 전기공급

판매 요금
납부

판매

발전지시

대금지급 대금지급
한국전력

최종소비자

1)  양방향 입찰은 REC 거래에 있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매도자와 매수자가 참가하여 서로 합치되는 주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

KO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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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30

한국남동발전은 Vision 2030을 통해 성장방향과 사업목표를 재설정하여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020 재생에너지 국가목표 등의 구체화된 정부 에너지·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발전량 기준목표를 재설정하였으며, 

유연탄 중심의 전원구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연계 및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가치 목표를 강화하여 경영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KOEN 미래상

친환경 발전소 운영 강화 

· 저탄소 믹스 전원 중심의 

   친환경 화력발전

· 청정화력 환경설비 운영·개발

· 자원 순환을 통한 친환경 사업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추진

·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운영

· 재생에너지 연계 사업 다각화 및 

   에너지 新사업 플랫폼 사업 선점

· 국민 상생 중심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SMART PLANT 구현 

· 지능형 설비 관리 솔루션

· 발전소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발전 공정 최적화

·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구현

발전 시설 안전·보안체계 강화

· ICT 기반 융합보안 인프라

글로벌 수준 재난관리체계 

· 안전경영시스템 및 안전문화 정착

· 대국민 신뢰 구축 및 기관 위상 강화

Vision 
Statement

Global Top Class 

에너지 신사업 모델 구축

기술력 보유

수익성 달성

사회적가치 실현

Enviro
nment Diversity

기술로 미래를 창조하는 

친환경 에너지 리더

Clean & Smart
Energy Leader

Secu
rit

yEfficiency

16

OVERVIEW Sustainability Report 2018OVERVIEW
SUSTAINABLE SWITCH
SOCIAL SWITCH
MANAGEMENT SWITCH



2030 중장기 경영목표

· 민·관·공 협업을 통한 사업 모델 구축

· 에너지산업 인프라 선도

· 화력발전 친환경 수준 제고

· 상생의 발전산업 생태계 조성

· 좋은 일자리 창출 강화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완수

· 국민중심 안전·보안체계 유지

· 신재생 발전설비 확충

· 신재생에너지 연계사업 확대

· 에너지 신사업 역량 확보

· 화력발전사업 다각화

· SMART 발전운영 및 기술력 고도화

· 해외 발전사업 확대

· 지속가능 경영시스템 구축

· 미래·융합형 기술 및 핵심인력 양성

· 핵심가치와 연계한 기업문화 혁신

협업시너지 창출

친환경성 제고

지속가능성 제고

설비확충

미래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도

친환경 발전사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가치 중심 

경영체계 고도화

사업다각화

역량 강화

Social ValueEconomic Value전략방향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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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한국남동발전은 GRI Standards 가이드라인의 중대성(Materiality) 정의와 AccountAbility AA1000SES의 Five Part 

Materiality Test 방법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관점의 중요 이슈를 선별하는 중대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새롭게 수립된 Vision 2030과 대내외 이해관계자 설문 등을 폭넓게 반영하여 중대성 평가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이슈 풀 구성 및 중대성 평가 시행 

글로벌 에너지기업 보고서 벤치마킹, 국제표준 분석, 내부자료 검토, 미디어 리서치 및 이해관계자 설문을 실시하여 중요 이슈 풀을 구성하였습니다. 

도출된 22개 이슈를 바탕으로 한국남동발전에 미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영향과 이해관계자 영향을 분석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우수 기업 및 

동종사의 주요 이슈, 지속가능경영 현황 분석

글로벌 벤치마킹

2017~2018년 미디어에 노출된 기사 및 

보도자료 조사

미디어 리서치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제표준지표 검토 

(DJSI, GRI)

국제표준 분석

내부 현안, 중장기 경영전략 및 방향성 검토

내부자료 검토

설문조사를 통한 이해관계자별 한국남동발전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중요도 및 이슈 특성 도출

이해관계자 설문

· 글로벌 벤치마킹 결과

    - 중요 이슈

    - 전략 연계성 (KPIs)

· 경영평가 지표

ESG 영향

·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활용

· 국제표준 반영

· 미디어 리서치 결과 활용

이해관계자 영향

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도출

이슈 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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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평가 매트릭스 도출 및 핵심 이슈 선정 

중대성 평가를 통해 총 10개의 핵심 이슈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이슈를 Vision 2030과 연계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잠재 이슈를 함께 보고하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요 주제 핵심 이슈
이슈가 미치는 영향

비용 이익 리스크

미래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도
기후변화 및 친환경 정책 대응 ●

R&D 투자 및 친환경 기술 개발 ●

친환경 발전사업 경쟁력 강화

효율적 자원 사용 및 환경영향 최소화 ●

발전운영 효율 강화 및 전력공급 안정화 ●

동반성장 추진 ●

핵심가치 기반의 인력 양성 및 기업문화 혁신
임직원 인권 존중 및 복지 증진 ●

발전업 특화 인재 육성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완수
윤리경영 실천과 공정거래 확립 ●

사회공헌 사업 추진 ●

국민중심 안전·보안체계 유지 글로벌 안전경영시스템 운영 ●

이해관계자 영향

High

HighLow ESG 영향

기후변화 및 친환경 정책 대응 1

글로벌 안전경영시스템 운영2

발전업 특화 인재 육성 6
사회공헌 사업추진

10

발전운영 효율 강화 및 전력공급 안정화 5

R&D 투자 및 친환경 기술 개발 9

임직원 인권 존중 및 복지 증진 8

윤리경영 실천과 공정거래 확립 7

효율적 자원 사용 및 환경영향 최소화 

3

동반성장 추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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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도      

친환경 발전사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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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도      

친환경 발전사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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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power 
generation Water Photovoltaic

Waterpower

Sustainable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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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도

Material Topic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 발

전사업의 경우 기후변화 등의 친환경 정책에 폭 넓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점

진적으로 늘리고, 발전원별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R&D 투자 확대와 친환경 기술 개

발을 통해 친환경 발전의 효율을 높이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Our Roadmap

· 2030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 이상 달성

 - GW 급 대단위 해상풍력 구축·운영 (완도해상풍력, 전남해상풍력, 신안해상풍력 등)

·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로 경쟁력 확보

 -  대용량 신재생복합단지, 육·수상 태양광단지 등 재생에너지단지 구축·운영 (해남신재생복합단지,  

군산수상태양광 등)

Material issues

· 기후변화 및 친환경 정책 대응

· R&D 투자 및 친환경 기술 개발

Our Goal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

·  재생 설비 확보를 위한 개발  

로드맵 구축

 -  재생 발전사업 동향 파악 및 

 투자 체계 구축

·  재생 발전설비 확대 전략 및 주요 

 에너지원별 사업 개발방안 마련 

 을 통한 대용량 재생에너지 조성 

 기반 구축

·  개발 로드맵 및 역량에 기반한 

 건설과 투자 확대

  -  국내 신규 투자지역 확보 및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 확대

·  안정적 RPS 대응

·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 

달성

·   재생 설비의 경제성 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 확보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매출 

성장 및 수익성 확대 

2021~2023
(중기)

2018~2020
(단기)

2024~2030
(장기)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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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한국남동발전은 정부정책 및 경영전략과 연계한 KOEN형 에너지원별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여, 2030년까지 신재생에

너지 발전비중 2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발전, 소수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조류발전 등

2021 2023 2025

6,302
(20)

5,022
(16.3)

3,557
(10.4)

2019

754
(2.9)

2017

300
(2)

2030

7,952
(25)

2030 신재생에너지 설비구성

■ 태양광  ■ 풍력  ■ 연료전지  ■ 바이오  ■ 기타

40%

47%

4%

4%
5%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1) 확대 계획

[단위: MW(발전비중,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시장 개척

한국남동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자체사업과 SPC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청정에너지 신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신규시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2022년까지 안정적인 RPS 의무이행과 대단위 사업추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육·수상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원 중심의 사업개발과 해상풍력 및 복합단지를 통한 대규모 에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구축을 확대하고자 환경친화·자연공존형 

해상풍력 3GW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과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
신재생에너지 신규시장 개척 및 선점으로 전략적 사업영역 확장

(태양광·풍력 중심의 청정에너지 신사업모델 발굴 및 신규시장 선도)

단기 (~2022년)

·  육·수상태양광,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원 중심 사업 

 개발 추진

·  대규모 에너지원 사업추진 기반조성 

 (해상풍력, 복합단지)

중점추진사업

· 해상풍력 3GW 대단위 프로젝트 사업 착공

·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 착공 

 (해남 400MW, 신안1GW)

추진전략

중장기 (2023~2030년)

안정적 RPS 이행 기반 조성

대단위 사업추진 기반 조성

해상풍력 가시적 성과 창출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구축 확대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로드맵

1) 설비용량: 연료전환, 자체사업, 지분출자, REC 구매(환산량)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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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1) 의무이행 100% 달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한 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7년 한국남동발전은 RPS 의무량 314만 

REC2)를 배정받았습니다 (2016년 대비 43만 REC 증가). 이에 신규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및 ESS3) 연계설비 구축 등의 

신재생에너지 직접투자 확대와 민간사업 REC 외부구매를 통해 5년 연속 RPS 의무이행량 발전사 1위 달성 및 4년 연속 

RPS 100% 이행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비중 축소를 통해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확

보하였으며, 향후에도 RPS 이행수단 다각화와 탄력적인 외부구매를 통해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RPS 이행 현황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존하는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남권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기반의 복합

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남 지역의 복합단지(자체개발 400MW) 조성을 위하여 대규모의 미활용 염해부지를 확보

하였으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복합단지(공동개발 1GW)를 추진하고 있

으며 변전소 시설공유 및 주민 지원사업 연계 확대 등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단지 확대

한편 전통적인 육상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에 개발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내 최초의 탐라해상풍력(30MW) 준공 노하우와 지역주민 융화형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수산업 공존형의 완도

해상풍력(600MW)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중심의 양질의 바람자원 및 불모지 활용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신규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선점하고자 합니다.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하여 대규모 수상태양광 초기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유수면을 활용한 수상

태양광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군산수상태양광(18.7MW)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고

흥호 수상태양광(60MW)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전국 대상 8.3GW

급 규모의 수상태양광 개발 잠재량 (전 수면의 10% 면적 반영 138km2 기준)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간월호 등 

625MW 규모의 추가사업 개발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조감도

고흥호 수상태양광 조감도
1)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2)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3)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장치 

■ 자체설비

■ 외부구매

■ 바이오매스

■ 기타

14.7%

34.7%

49.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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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세대교체

국내 최초로 고체형 연료전지(SOFC) 모델을 도입하여 기존의 액체형 연료전지 대비 발전효율을 최대 15%p 높였습니

다. 분당의 연료전지 6단계 사업에 8.35MW 규모의 고체형 연료전지(SOFC)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한국남동발전의 주

도로 국내 연료전지 세대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형 열수요처 입지조건을 극복하였으며, 특허출원

한 복층형 시공방식을 병행 적용하여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는 1세대 단층시공 대비 73%의 공간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운영 현황 및 개발 계획

★ 운영   ★ 개발 계획

(2018년 6월 기준)

★ 안산 연료전지 2,640kW

★ 분당 연료전지 14,820kW

★ 분당 연료전지 25,070kW

★ 예천 태양광 2,000kW

★ 구미 태양광 992kW

★ 고속도로 태양광 7,970kW

★ 경상대 태양광 2,550kW

★ 삼천포 소수력 6,000kW

★ 삼천포 태양광 13,890kW

★ 삼천포 태양광 ESS 

 12,500kW – 32,000kWh

★ 여수 태양광 118kW

★ 광양 세방 지붕태양광 3,100kW

★ 고흥호 수상태양광 60,000kW

★ 밀양 태양광 2,550kW

★ 코스콘 태양광 5,110kW

★ 영동 바이오발전소 125,000kW

★ 영동 태양광 1,066kW

★ 영흥 소수력 12,600kW

★ 영흥 태양광 8,146kW

★  영흥 태양광 ESS 

 7,000kW-18,000kWh

★ 영흥 풍력 46,000kW

★  영흥 풍력 ESS 

 8,000kW-28,000kWh

★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340,000kW

★ 탐라 해상풍력 30,000kW

★ 완도 금일 해상풍력 600,000kW

★  인천(덕적도, 초지도) 해상풍력 

 600,000kW

★  서산 태양광 

 65,000kW – 130,000kWh

★ 탕정 태양광 1,200kW

★ 군산 수상태양광 18,700kW

★  한국 해상풍력 60,000kW

★ 탑선 태양광 1,011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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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부가가치 

창출

신사업 추진전략

한국남동발전은 신사업 추진전략과 사업단계별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통해 전략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가능성이 높은 신규 국가에 진출하는 한편 사업개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존 국가에 대해서도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사업 전략으로는 신규복합 사업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추진 현황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사업과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팔, 파키스탄 등의 지역에서 

사업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칠레 등 성장률이 높은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구분 사업명 설비용량(MW) 사업년도 SPC 구성

발전사업

불가리아 태양광 41.62 2010~ 남동, SDN

파키스탄 굴푸르 수력 102 2015~ 남동, 대림산업, 롯데건설

네팔 트리슐리

(Upper Trishuli-1) 수력
216 2017~ 남동, 대림산업, 국제금융공사(IFC), Jade Power

칠레 태양광 50 2018~ 남동, 코파펀드

자원개발
호주 물라벤광산 62.5만톤/년 2008~ 남동, 한전, 중부, 서부, 남부, 광물자원공사, 한화

인니 아다로 광산 300만톤/년 2009~ 남동, 한전

· 네팔 최초 PPA체결을 통한 사업안정성 확보

·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사업권 확보

· 미개척지역 진출을 통한 사업확장가능성 확대

· Gulpur노하우를 활용한 신규사업권 확보

·  공기업 최초 현지금융을 활용한 재금융약정 

 으로 현금흐름 개선 및 배당실시 (16억 원)

네팔 파키스탄 불가리아

해외 및 국내 신사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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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 추진 현황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된 민자발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석탄화력에 편중되어 있는 전

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신규복합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용인복합, 평택복합, 묘도복합, 함안복합 등 총 

3,800MW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분 사업명 설비용량(MW) 출자시기 SPC 구성

증기판매 현대에너지
48.4 

증기700t/h
2009~ 남동, 현대건설, 보임에너지, 재무적 투자자

복합화력 에스파워 834.3 2012~ 남동, 삼천리

석탄화력

고성그린파워 2,080 2014~ 남동, SK건설, SK가스, 재무적 투자자

강릉에코파워 2,080 2014~ 남동, 삼성물산, 재무적 투자자

· 공정률 달성 (실적:31%/계획:30%)

· 지역기업 입찰참여 확대 (19건)

· 공정률 달성 (실적:17%/계획:16%)

· 주주사 간 주요계약조건 합의

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

27

SUSTAINABLE SWITCH Sustainability Report 2018OVERVIEW
SUSTAINABLE SWITCH
SOCIAL SWITCH
MANAGEMENT SWITCH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신규 사업모델 발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 선제적 구축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작물의 광합성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초과 태양광을 발전에 사용하는 발전모델입니다. 한국남동발전

은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을 통해 농민과 발전사, 정부의 공유가치 창출모델을 확립

하였습니다. 농지 임대와 태양광 설비투자를 통해 농가 순이익이 7배 증가(5,100

평 기준, 모델·규모별 상이)하며, 10GW 설치 시 약 5만 4,000여 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발전사 입장에서는 주민수용성 제고, 신

재생에너지 개발 입지난 해소 및 보급판로 개척 등의 이점이 기대됩니다. 정부 또

한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식량 안보 및 재생에너지 확대

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보급 확산을 위해 한국남동발전은 

2017년 6월, 경상남도 고성에 국내 최초 전력계통 연계형 100kW급 영농형 태양

광 실증단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고성 영농형 실증단지는 쌀 수확량 80% 초과(비교부지 기존 수확량 대비), 태양광 이용률 18%(일반기준 15%)로 

그 실효성이 검증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EPC(설계·조달·시공) 금액을 절감하며, 초기 시장의 성장을 위해 단계별로 민간에 확

대할 계획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 참여형 친환경 미래에너지 활성화 플랫폼인 U’sol을 개발하였습니다 (www.usolar.co.kr). U’sol은 정

부 3020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한 협업형 원스톱 플랫폼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부터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

고객
태양광 

발전사업

(기술·사업성 검토)

Big Data 정보제공

(VPP 연계 Solution 제공)

운영지원

(개발·설계·시공·Funding·O&M)

제휴 서비스 제공

Funding·EPC

건설지원

최적 사업모델 도출·추진

U’sol (www.usolar.co.kr)

태양광 개발 문의·상담

KOEN

파트너사

U’sol: Your Solar, Your Solution

대국민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지원 플랫폼 서비스 U’sol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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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에게 사업 추진절차를 소개하고 수익성 계산, 파트너사 연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

에서 지리, 일사량, 송전계통, 인허가 법률 등 사업 관련 공공기관·민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남동발전의 내부 노하우를 결합하여 발전량 산

출 및 사업성 분석 프로세스 등의 심도 있는 자문을 지원합니다. U’sol의 간편조회서비스는 약 2만건 이상 조회되었으며, 20MW 이상(16건) 발전사

업의 사업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13개 파트너사가 등록하는 등 많은 사업자와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향후에

는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맞춤형 솔루션으로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사례분석 및 시장조사를 통한 시

공견적 서비스와 금융기관 매칭 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치사슬(Value Chain) 및 유형별(영농, 건물, 토지) 맞춤형 

솔루션, 가상발전 연계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공유수익 창출형 마이크로그리드(MG)1) 운영

창원 두산엔진공장 MG 설비 구축

피크 전력 수전

두산엔진: 부지제공 · 전력요금 절감분 공유 (4억 원/년)

· 신규 수익창출(발전수익, 임대수익)피크 전력 공급

KOEN: MG 구축

1) 마이크로그리드(MG, Microgrid): 독립된 분산 전원을 중심으로 국소적인 전력 공급 및 저장 시스템을 갖추어 개인이 전력을 생산하여 저장·소비할 수 있는 형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한국남동발전은 지역사회 혐오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재생에너지 융합형 친

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회처리장 불용부지 20만 평에 

분산전원과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농어민 상생 나눔형 에너지 신

사업을 개척하였습니다. 정부(산업부, 환경부) 및 지자체(경상남도)의 규제개선을 

통해 회처리장 부분사용을 허가받았으며, 농어민 상생 협업 모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정부 투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 회처리장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10.6MW)와 태양광 연계 ESS(32MWh)를 구축하였으며, 

환경영향을 감소시켜 석탄화력발전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해당 사

업에는 지역의 농어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온배수를 활용한 유리온실과 양식장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을 통해 전력 다소비 사업장에 합리적 에너지 이용 및 전력요금 절감 모델을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 고객의 전

력 피크 시간대에 MG 분산전원 전력(ESS 충·방전)을 공급하여, 수전전력량·기본요금 감소를 통해 전력요금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된 비용을 한국

남동발전과 고객이 공유함으로써, 공유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한국남동발전은 두산엔진과 함께 창원 공장에 수익공유 도심형 MG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태양광(100kW)과 태양광 연계 ESS(200kWh) 및 수요관리용 ESS(4MWh) 의 분산전원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피크전력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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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발전사업 

경쟁력 강화

Material Topic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가 높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 및 발전부산물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운영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발전업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생태계 구축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며, 협력회사 관리 및 동반성장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협력회사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공급망 관리 및 협력회사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Material issues

· 효율적 자원 사용 및 환경영향 최소화

· 발전운영 효율 강화 및 전력공급 안정화

· 동반성장 추진

Our Goal

2030년 미세먼지 감축률 (2015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BAU 대비)

84%

35%

Our Roadmap

· 탄소경영체계 고도화를 통한 배출권거래 능동적 대처

· 친환경설비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실현

 - 바이오매스 혼소 확대, 노후설비 성능개선 및 탈황설비 적기 투자를 통한 환경규제 준수

· 석탄회 재활용 증대를 통한 자원순환형 발전소 구현

 - 인공골재, 석탄회 자원화 등 재활용 용도 다변화

· 대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

·  
  
배출권종합상황실 운영 및 탄소     

경영 고도화 

·  
  
탈황설비 직영 운영으로 기술 확보

·  
  
인공경량골재, 석탄화 산업 소재 

생산설비 상업운전 개시

·  
  
석탄회 재활용 신규용도 개발을   

위한 대정부 정책 건의

·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

·  
  
  
 
신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전원 확대  

·  영흥, 삼천포, 영동 환경설비  

성능 개선 교체

· 석탄회 자원화 사업 시장 확대

·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확대

·  CCUS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 확대

·  영동 1, 2호기 환경설비 성능개선

·  석탄회 산업소재 생산설비  

민간 발전소 후속 Project 설치

·  석탄회 재활용률 90% 달성으로 

 자원순환발전소 구축

2021~2023
(중기)

2018~2020
(단기)

2024~2030
(장기)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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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설비운영

대응체계

미세먼지 선도적

감축

환경영향물질 최소화를 위한 환경대응체계 고도화

정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시행(2017.9월)과 배출권거래제 이행 등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리스크 관리의 중

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업과 밀접한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역랑을 강화하고 환경영향물질

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분야별(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정부 환경정책을 

적극 이행하며, 미세먼지대책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 발전소 2017년 추진내용 중장기 계획

30년 이상
영동 1, 2호기 연료전환(석탄 → 우드펠릿) 및 환경설비 보강 등 2호 조기 연료전환 (2019년)

삼천포 1, 2호기 탈질설비 촉매추가(2단 → 3단) 및 교체 등 조기폐지 (2019년)

20년 이상 삼천포 3, 4호기 탈질설비 촉매 및 탈황설비 열소자 교체 등 자발적 폐지 후 연료전환 (2024년)

20년 미만

삼천포 5, 6호기 전기집진기 전면 보강 등 탈황·탈질설비 신설 (2020년)

여수 2호기 탈황설비 보강 등 환경설비 성능개선 (2021년)

영흥 1, 2호기 탈황설비 보강 및 탈질설비 촉매 교체 등 환경설비 전면 교체 (2021년)

미세먼지 감축

한국남동발전은 2030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발전소로 인한 대기

영향물질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각 발전소의 환경설비와 운영을 최적화하고, 노후설비는 자발적으

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감축 방안에 대한 R&D를 확대, 석탄화력의 미세먼지 영향평가(기여도 등) 연구 및 대기오

염 방지설비의 개선방안 연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각 발전소의 환경설비와 

운영의 최적화, 기존설비의 성능개선 및 최신 기술적용을 위해 노력합니다.

2017 주요이슈

미세먼지 기후변화 발전 부산물 환경 공통

대응체계
내부 · 비상대책본부 운영 고도화 및 조직 정비  · 환경관리 진단 프로세스 정립

외부 · 합리적인 환경정책 개선 (협의체, 환경자문단) · 소통·공감 활동 추진 (국민시찰단)

정부 협약목표 준수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석탄회 매립 부담금 신설 환경문제 국민 관심 증대

환경대응체계

2030 정부 협약목표 대비 

11% 추가 감축

2030

84%

2025

83%

2020

63%

2019

33%

2017

19%

2030 
정부 협약목표

73%

미세먼지 감축 로드맵 (2015년 대비 미세먼지 감축률)

환경설비 성능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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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KOEN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한국남동발전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동참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운영하여 전력부문 저탄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저탄소 전원 확대

한국남동발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45년간 운영하던 영동1

호기를 친환경연료(석탄→우드펠릿)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드펠릿을 대체하는 신규바이오매스연료 개

발, 지자체 협업의 유기성 고형연료 사용 및 친환경 Clean Coal(고열량탄, 저유황·저질소탄) 도입확대 통해 깨끗하고 안

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2016년 3월 국내최초 탄소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발굴하여 감축노력을 강화하

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용인시와 협력하여 택시 무시동 난방장지 시범사업을 추진

하고, 대구시와 탄소상쇄 도시숲(84,248m2 규모) 조성 사업 및 농식품부-경남도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MOU를 통해 기관협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신기술 개발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CCUS2)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포

집 및 자원화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여 고

효율 습식 흡수제 실증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감축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탄소 자원화(세라믹원료)기

술을 추가로 개발하는 중입니다.

저탄소 기업문화 구축

한국남동발전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적응역량 평가 및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대응 프로젝트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3)) 자발적 참여, 환경부주관 탄소성적표지4) 전사업소 인증 획득 등 대

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글로벌 탄소경영 

‘Bearers Award’ 수상, 2017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 BAU(Business As Usual): 기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2)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재이용 및 저장

3)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영국 비영리기관 CDP 주관 전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환경정보(기후변화, 물 등) 공개 이니셔티브

4) 제품의 전 과정(생산, 유통, 폐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

신기후체제 

대응역량 강화

스마트워크 추진 내용

고효율 탄소포집기술 관련 업무협약

글로벌탄소경영 ‘bearers award’ 수상

중장기 실행과제

저탄소 전원 확대 에너지신기술 개발 저탄소 기업문화 구축온실가스 감축사업 확대

· 노후 석탄화력 비중축소

· 저탄소 연료사용 확대

· 재생에너지 선도

· 내외부 감축사업 개발

· 해외 감축사업 추진

· 국제 탄소시장 선제적 대응

· CCUS2) 기술 선도

· 청정화력 기술 도입

· 감축기술 사업화

·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 대내외 공감대 형성

2030

35%

2025

32%

2020

19%

2017

7.1%

2030  국가 발전부문 감축량

2030 국가 발전부문 감축량 

대비17.7% 추가 감축

17.3%

온실가스 감축 목표

(BAU1)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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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소통 활성화

- 국민참여형 플랫폼과 환경자문단·국민시찰단 운영 -

한국남동발전은 국민참여형 플랫폼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농가를 대상으로 자금과 설비개선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인한 탄소배출권을 제공합니다. 또한 환경자문단 및 국민시찰단을 운영하여 발전업

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력그룹사 최초로 환경, 에너지 등 3개 분야에서 20명의 환경자문단을 

운영하고, 전국민 참여시찰단을 통해 국민대표 100인의 경영제언을 반영하며 환경정보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자문단·국민시찰단 운영

발전업종 온실가스 감축 연구회와 폐기물 규제 관련 정부 협의

체 활동과 환경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환경정책 개선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3개 전문분과로 구성된 환경

자문단의 활동을 바탕으로 배출권시장 활성화 방안 반영 (시행령 

개정), 석탄회 매립 부담금 합리적 도출 (법규 제정) 등의 정책개

선제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시찰단을 통해 전국민이 환

경이슈 토론과 환경설비 체험에 참여하는 소통·공감 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학

생 환경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발전사업에 

대한 국민이해도를 제고하고, 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습

니다.

중소기업 및 농민 참여 위한 협업 플랫폼 운영

탄소펀드 운영을 개선하여 금융지원을 확대하였으며, 감축사업 

추진절차 및 참여 안내를 위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이드

북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소별 역할분담을 통해 지속적

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택시 무시동 히터 난방장치 사업 

등 20개의 사업을 통해 4만 tCO2e의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지역농가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

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부문의 탄소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

며, 분기별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대상농가 선정, 재원 집행, 감

축사업 모니터링 등을 진행합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 다각화 추진 전략

참여 기반조성 

(2015년∼)

·  중소기업 감축사업 시행 

 - 탄소펀드 조성 (130억 원 규모) 

 - 효율개선, 연료전환 사업 등

사업 다각화 

(2017년)

· 농업부문 감축사업 발굴 확대

·  해외 감축사업 추진 기반 조성 

 - 주관부서 지정 및 절차 확립

해외 진출

(2018년∼)

·  해외 감축사업 발굴 추진 

 - 신재생에너지 사업 (파키스탄 수력 등) 

 - 사회공헌형 사업 (쿡스토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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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산물1) 관리

신규 회처리장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한계와 자원순환법의 시행(2018년)에 따른 매립부담금의 신설과 같은 제도변화는 

석탄회 재활용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2017년 삼천포, 영흥, 영동 및 여수발전본부에 발생한 

약 267만 톤의 석탄회보다 많은 290만 톤을 재활용하여 법적 재활용 목표치 75%를 33.9%p 초과한 108.9%의 재활용

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발전부산물 재활용 3,000만 톤을 달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

고 있습니다.

영흥발전본부에 도입하였던 석탄회 정제설비 신규기술을 삼천포발전본부로 확대하여 폐기되는 석탄회로 제품을 생산하

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2억 원의 수익창출과 14만 톤의 석탄회를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협력

기관과의 현안 공유를 통해 매립 석탄회와 우드펠릿 연소재의 신규 용도를 지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원료, 매립지 

고형화제 등으로 용도를 개발하여 매립 석탄회 32만 톤을 재활용하고, 영동에코발전본부의 재활용기반을 구축하였습니

다. 이 외에도 석탄회 제품을 브랜드화하고, 소포장 판매사업, 신재생설비 활용사업, 친환경상품 개발사업 등의 친환경 사

업모델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호

환경경영(ISO 14001)을 통한 생물다양성 개선활동과 발전 및 그 부대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

하여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환경영향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수립하고 환경목표로 수질환경관리와 생물다양성 개선을 선정하였으며, 세부실행과제로 생물다양성 리

스크 관리 및 복원·개선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예측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보호해야 할 동·식

물과 생태계를 위해 사업계획 조정 및 생태계 환경변화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

습니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한국남동발전의 약속

·  한국남동발전은 원생 및 서식지 보호구역, 천연기념물, 국립공원 등의 자연 보호구역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노력합 

 니다. 

· 사업장 운영 지역 근처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 개체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과 활동을 점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 지역 환경 단체 및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1) 석탄회(석탄 연소후 발생하는 부산물) + 탈황석고(탈황설비 운영후 발생하는 부산물)

목표

목표 

기간

사업지역 멸종위기종 보존사업(연4회)

달성된 

성과
개체수량파악, 보존활동 추진

2018~2019

생물다양성 보호 목표

발전부산물 재활용

극대화 및 

환경보전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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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발전소 

개발

스마트 발전소1) 구현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발전분야에 접목하여, 발전설비 무고장과 경제적 운영을 추진하는 스마트 발전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국산 스마트 발전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발전소 모델 도출

KOEN형 스마트 발전소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협업하여 국산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만의 기술 노하우와 최고 연구기관의 협업을 통해 원천기술을 배양하고, 해외 기술진출의 발

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 핵심기술: KOEN 주도로 인공지능 스마트 발전소 구축 국책연구과제 추진

구분 2017년 추진 실적 2018년~2020년 계획

운영 최적화 기술 회전체 고장 및 수명예측 시스템 등 2건 착수 성능진단 시스템 등 6건

인프라 기술 IoT 네트워크 인프라 등 2건 착수 개별 시스템 빅데이터 연계

드론, 모바일 기술 보일러 튜브점검 드론 개발 완료, 저탄 관리 드론 등 2건 착수 증강현실 시스템 등 4건

· 요소기술: 인공지능 발전소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접목

빅데이터 분석기술인 Tupix2) 를 적용하여 발전설비 

분석전용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설비데이터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센서데이터 + 제어로직 데이터 활용 예측·진단 

알고리즘 설계, 어플리케이션화

인공지능 고장예측진단 알고리즘 개발

인공지능 

알고리즘 강화

KOEN 形 스마트 발전소 구축

예측진단기술 인공지능화

모든 개별 시스템의 연결

센서

테이터

로직

테이터

고장예측 및 

조치가이드

無고장

설비운전,

운영최적화

高생산성

인적실수

제로화

無재해

3단계: 2021년~1단계: 2017년~2019년 2단계: 2019년~2021년

스마트 발전소 확대 (전사업소 + 국내외 발전소)

· 스마트 발전소 모델 확대

· New 비즈니스 니즈 창출

스마트 발전소 실증 (영흥 #5,6 기술적용)

· 스마트 발전소 모델 실증

· 스마트 발전소 표준모델 정립

스마트 발전소 구축 (플랫폼 구축 및 솔루션 개발)

·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 스마트 인프라 구축

· 스마트 워크센터 구축

스마트 발전기술 도입

중장기 추진 로드맵

1) 스마트 발전소: 모든 시스템, 사람이 연결되어 비숙련자도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발전소, 전 공정 최적화 (고장↓, 생산성↑)

2) Tupix: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개발한 다차원 과학데이터 분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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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발전산업 

생태계 조성

2030 동반성장 추진체계

한국남동발전은 2030 전략과 연계한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상생하는 발전산업 생태

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비전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Clean & Smart Energy Leader

상생협력의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에 대응하고, 경남 혁신도시 인근 소재지 중소기업의 열악한 성장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의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 ‘남가람에코파워토피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06억 원(119건)을 투자하였으며, 407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양·조선

기자재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발전분야 진출을 지원하며, 다각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산학연융복합 연구사업단 NEW BIZ 사업단 SME창업·육성 사업단 교육·문화 추진사업단

주요사업

· 대학연구센터 설립

· 에너지기반 산업연계

· 국책과제 및 R&D 수행

· 발전산업 성장벨트 구축

· 핵심기술 사업화/특허

· 국가 발전분야 기술지원

· 신기술 활용 창업지원

· 중소기업 R&D밸리 구축

· 인력채용 및 수출 지원

·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

· 발전소 주변 자녀 교육

· 지역 문화축제 지원 등

추진실적

· 연구개발과제 29건 선정

·  스마트 발전소 구현 

 - 4차산업 추진위 발족

·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3건 

 : 25.3MW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  지역산업 육성 사업 참여 

 - 시제품 제작 7건 지원

·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

· 테크노창업과정 1기 수료

· 체험형 인턴 지역채용

· 문화 및 사회공헌 53건

시장경쟁력 강화지원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국남동발전은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 및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대행회사(G-TOPS) 및 

KOTRA와 협업하여 컨설팅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공동 수출상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남동 국민중소기업

목표

상생·지역발전 기술주도 혁신 Global 진출 협력 공정문화 조성추진전략

지속성장 기반구축 글로벌 강소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2030년 

중점추진 과제

· 창업벤처기업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 4차 산업혁명 R&D 추진

·  R&D 사업화 및 인프라 

 구축

·  Smart 공장 구축 지원

·  KOTRA 협업활동 강화 

·   수출촉진 지원사업 추진

·  신사업 연계 국내외 

 동반진출

·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보

·  동반성장 성과공유제 

 확산

·  선순환 성장사다리 구축

남가람에코파워토피아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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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용화 플랫폼 성과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한국남동발전은 2~3차 협력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예방하

기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3차 협력회사

까지 상생채권을 발행하여 협력회사의 경영위기를 미연에 방지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장사다리 체계를 통해 협력중소기업의 지

속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출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하여 성

장단계별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우수

한 협력회사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핵기업

(KOEN Core Corporation Project)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

다. 발전설비관련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선정하여 기술 고도화 및 

판로개척에 기여하였으며, 2017년까지 25개사에 20억 원을 지

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2~3개사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성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협

력중소기업 일자리 만족도 향상, 정보공유 및 소통을 위한 프로

그램을 운영합니다. 허들링컴퍼니 컨퍼런스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협력중소기업 및 KOEN 임

직원의 소통을 통해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장사다리 체계

분류 지원사업 성과매출기준

Start-up 

(초보기업)

Scale-up 

(유망기업)

Level-up 

(선도기업)

매출 

50억 원 

미만

매출 50~

100억 원

매출 

100억 원 

초과

·  중소·벤처 신규 

 창업지원

·  맞춤형 경영서포 

 터스 지원

·  산업혁신운동 

 (현장개선)

·  설비개선, 경영 

 개선 (31개사)

·  기술개발 200% 향상

·  재무성과 

 27.2억 원

·  중핵기업 육성 

 프로그램

·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지원

·  경영관리솔루션 

 경쟁력 강화 지원

·  중핵기업 선정기업 

 (10개사) 전년대비 

 매출액 10%, 고용 

 2% 증가

·  생산성 개선율 30% 

 향상

·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  시험설비 구축 

 지원 등

·   연도별 수출액 

 - 2015년 6,161만 불 

 - 2016년 8,286만 불 

 - 2017년 8,941만 불

기술 상용화 플랫폼

R&D Incubating R&D Test Bed R&D MarketingR&D Management

· R&D 아이디어 발굴

· 사업성 및 기술성 검토

·  Tecubator(자문그룹) 지원

· 특허 및 원천기술 확보

· 개발품의 실증 지원

· 발전소 적용 → 성능입증

· 개발선정품 → 초기판로

·  수출시범사업 → 해외판로

성과

2017

195

2017

26

2017

17

2017

1.43

2016

167

2016

24

2016

12

2016

1.35

2015

139

2015

20

2015

13

2015

1.22

R&D제품 매출액 [단위: 억 원] R&D 상용화 [단위: 건수] 특허등록 [단위: 건수] 성과공유 납부금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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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witch
Collaboration

Harmony

Integrity

핵심가치 기반의 인력 양성 및 기업문화 혁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완수

국민중심 안전·보안체계 유지

40

48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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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기반의 인력 양성 및 

기업문화 혁신

Material Topic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기술발전에 대응한 신사업 개발과 핵심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미래·융합형 역량 개발과 핵심인재 

육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훈련과 인재 발굴이 필수적이며, 인재 유치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

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임직원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체계 수립

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Our Roadmap

· 융합형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의 재정립 및 교육·채용 체계 고도화

· HR 전문성 강화, 성과와 육성 중심 평가제도 정착, 사내 인력시장 활성화

· 신재생융합기술 연구소 중심의 미래 에너지기술 개발과 사업화 추진

· 외부 공인 연구기관(EPRI) 협업의 운영기술 고도화, 산·학·연 협업체계 강화

· 실무기술자 중심의 핵심인재화

Material issues

· 임직원 인권 존중 및 복지 증진

· 발전업 특화 인재 육성

Our Goal

2025년 핵심인재 육성 목표 290명

·  인적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재정립

 -  융합형 핵심인재 채용  

프로세스 구축

 -  핵심인재 교육체계 기반 마련

·  기술개발 체계 확립  

(기술연구소 조직 확대)

·  EPRI 기술수준평가 시행 후  

부족분야 기술개발, 현장개선

·  인적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도화

 -  융합형 핵심인재 채용  

프로세스 고도화

 - 핵심인재 교육체계 고도화

·  기술개발 체계 고도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EPRI 평가결과 연계 융복합  

기술개발

·  인적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도화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인사 

제도 개편의 유연성 확보

 - 핵심인재 관리체계 강화

·  미래성장사업에 유연한 인력공급 

체계 구축, 사업 및 조직구조 가변성  

대응 상시 인력 재배치 체계 운영 

·  기술개발 체계 운영 및 Rolling,  

기술연구소 조직개편

2021~2023
(중기)

2018~2020
(단기)

2024~2030
(장기)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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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 융합형 

기술 및 

핵심인력 양성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인재양성 전략체계

한국남동발전은 핵심사업 및 신사업과 관련된 핵심인재를 발굴하고 전문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효과를 제고합니다. 

HRD 목표 Clean & Smart Energy Leader 양성 

KOEN 비전달성 

견인하는 인재육성
HRD 전략방향 인력개발 인프라 고도화 교육훈련방식 다양화

·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

· 리더십 파이프라인 고도화
2017년 실행과제

· 핵심인재 관리체계 롤링

· 임피직원 신사업 창업기반 마련

·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 에너지신사업 전문교육 확대

· 직무 프로파일 55개

· 전문가(25개) 유형별 경력개발계획

KOEN형 CDP체계

· 수준: Level 1~3

· Level 인증 및 핵심인재 선발

전문가 Level 인증제

· 경력개발설계, 역량별 교육

· 교육결과 피드백 및 이력관리

e-HRD 시스템

HRD 시스템

210명

핵심인재 확보

미래·융합형 역량 개발과 핵심인재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 등장한 필요역량을 개발하고, 미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온라인 교육을 시행(2,100명 수료)하였으며, 전문역량 개발을 위해 10대중점기술 관련 전문

가분야 직무역량 향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실무자들의 역량 배양을 위하여 저탄장관리 등을 위한 

드론운영 자격 취득과정(35명)과 ICT 핵심기술 공유 및 업무체계 전파 교육(60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달성을 위한 핵심인재 관리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5개 전문가 유형을 설정하여, 유

형별로 핵심인재를 육성하고 있으며, 2017년 210명(정원의 9.1%)의 핵심인재를 확보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정

원 대비 10%의 핵심인재를 보유하고, 이들의 전문역량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인재 관리체계

핵심사업중심 핵심인재 선발체계 재편

 · 전문가 (자체선정)

 · 핵심인재 (교육총괄부서 선정)

전문가 그룹별 자체계획에 따른 전문교육 시행

 ·  맞춤형 교육을 통한 장애사우 건축사 

 자격취득 등

 · 핵심인재 전문직위 우선보직 (2017년 75명)

 · 전문직위 범위 확대: 전사 4직급 이상

선발 육성 관리

41

Sustainability Report 2018



조직 및 개인 니즈기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한국남동발전은 전직원 대상 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조직과 개인의 니즈를 발굴하여 효과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합니다. 정부국정과제 및 경영방침을 반영한 조직차원의 교육 니즈를 파악하고, 교육만족도 및 설문조사를 통해 임직원

들의 니즈에 기반하여 4차 산업혁명 및 감성교육과정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일학습병행제를 확대 적용하여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고용부 주관)에서 기업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구분 주요 니즈 교육 프로그램 주요 내용 대상(인원)

조직

에너지 신사업 

전문인력 양성

협상·신사업 실전형 협상·신사업 전문가 양성 신사업담당 (39명)

출자회사 CEO 프로젝트 및 리스크 관리능력 배양 3직급이상 (15명)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일학습병행제

(전사 확대)

영흥발전본부 시범운영(’16년) 이후 

전사 4개 사업소 확대 적용
신입1년차 (8명)

개인

창업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시니어 임금피크제 전환 생애설계+직무전환+KOPIS 3단계 교육 임금피크제 직원 (11명)

경력전환관리 개인니즈 반영 미래설계 (발전 5사공동) 임금피크제 직원 (22명)

테크노창업과정 

(남부권, 중부권)
재취업 및 창업준비 교육

임금피크제 직원 (24명)

중소기업 (21명)

전문 컨설팅 중소기업 및 협력회사 경영진단 인력 양성 임금피크제 직원 (8명)

25% 증진

여성관리자 확대 

(2016년 대비)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차별 없는 균형인사와 양성평등의 확산을 위하여 여성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발전산업의 특성 상 기술직

군 내 여성직원이 부족한 현상을 개선하고, 현장직무 시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제도와 문화를 보완하였습

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0%의 여성관리자 (기술직 5%) 육성, 여성직원 비율 15% 및 여성핵심인재 비율 10%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구분 추진 내용 성과

인사

제도

채용
· 블라인드 채용으로 성차별요소 배제, 개방형 계약직 연계 여성관리자 채용

· 여성우수인재 유인을 위한 여성채용 목표관리, 여자대학 채용설명회 개최

·  초급간부시험 여성합격자 증가 

 (’16년 17% → ’17년 25%)

·  기술직 여성간부 증가 

 (’16년 1.4% → ’17년 2%)

·  여성직원 현원 증가 

 (’16년 9.8% → ’17년 10.3%)

승진
· 초간고시 승진자격제(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3회 응시가능)로 경력단절 방지

· 승진자력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경력에 포함 (첫째: 1년, 둘째부터: 최대 3년)

보직
· 기술직 여성직원 신재생 사업 등 핵심직무 부여 (보직률: 79%, 일반직무 최소화)

· 여성 초급관리자 승진 및 육아휴직 후 복직시 이동유예, 희망사업소 우선 배치

교육 · KOEN 여성리더 아카데미 직급별 정규과정 운영 (전사 여성직원 237명 수료)

조직문화
· 성희롱 등 발생 시 행위자 무관용 원칙, 내부평가 감점으로 관리자 책임 강화

· 리본위원회(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위원회)를 통한 제도 실행력 강화

·  여성직원 이직자 감소 

 (’16년 3명 → ’17년 1명)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인사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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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노력

한국남동발전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중장기 로드맵을 기반으로 노사상생 전략체계를 재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상호 책임을 다하고 서로 소통하는 건전한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히 2017년에는 노사 공동

의 노력을 통해 정규직 전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핵심가치와 

연계한 

기업문화 혁신

노사비전 공정·책임의 선진 노사문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가치 실현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체계 

전략목표
신뢰와 배려의

노사문화 정착

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소통을 통한

노사파트너십 구축

자속가능 성장을 위한

내부역량 강화

2017년 실행과제

·  합리적 노사관리 및 

 단체협약 체결

·  복수노조 안정화를 위한 

 상생적·합리적 대응

·  적극적 일자리 창출 및 

 상생을 위한 존중

·  다양한 방면의 

 사회공헌활동 강화

·  노사공동 협력기구를 

 통한 제도개선

·  노사공동 프로그램의 

 내실화

·  비금전적 복지정책의 

 고도화

· 노사 공동의 역량 강화

95점

전사 조직 소통지수 상승
(2016년 94.6점)

93.1점

개인 소통지수 상승
(2016년 92.7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사협의체 및 소통채널 확대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채널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노사협의를 통해 현안을 점검

하고, 주간 노사간부회의에서 고충 및 갈등 현황을 관리합니다. 매월 (수시) 개최되는 노사 간담회에는 본부장과 관리처

장 및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하여 미해결 주요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섭 및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다

양한 노사현안을 공유합니다. 또한 근무형태 및 근무경력 특성에 맞는 소통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전직원 공감대를 형성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

전직원
공감대 형성

안정적 회사정착 및 창의적 소통 강화

· 영톡스(Youngtalks)클럽, 멘토링 소통 등

신입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소통

· 계절별 이벤트, 동호회의 날(매월) 운영

통상근무자

노사대표 현장고충 상담 및 경영진 직접 소통

· Any Talk, 樂커룸, 교대근무현장체험 등

교대근무자

단계적 퇴직준비를 위한 교육소통 확대

· 생애설계교육, Senior 기술전수교육 등

장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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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좋은 일터 실현

KOEN 일·생활 균형 추진

한국남동발전은 ‘일하기 좋은 일터’를 구현하기 위하여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유연

근무제를 활성화하여 장시간·연장 근로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위하여 휴가를 촉

진하고 모성 보호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3년 연속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아시아에

서 일하기 좋은 65대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노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와 근무시간 절감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선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사적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전직원이 뽑은 만족도 높은 내부

제도 1위에 선정되며, 직원들의 조직 몰입도를 제고하고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One - sight 시스템을 통해 

모든 유연근무 형태별로 조회, 신청, 승인이 가능하며, 근무형태별 근무시간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여 과부족 근무시

간을 개인별로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근 시 개인별 근무시간 내역을 팝업 알림으로 제공하

고, 출근시간을 해당 부서장에게 자동 통보함으로써 유연근무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직 등 연장근로가 상시 발생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집중개선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있

습니다. 2017년에는 비효율직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제안시스템을 신설하여 유사·공통업무를 통폐합하고, 단순업무

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오피스를 구현하기 위해 IT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간 재설계와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유연근무 활용도

2017

73.6%

2016

39.7%

2015

27.0%

추진방향

KOEN 일·생활 균형 일자리 질 제고

2017년 

실행과제

일하는 방식 바꾸기 일하는 문화 바꾸기

Work & Life
Balance

· 유연근무 자율시행 (전직원의 73.6%)

· 연차촉진 (통상 최대 20일 → 전체 25일)

· 육아휴직의무화 (단체협약 및 사규반영)

· 사내보육시설 인원증대 (20명)

· 4조 2교대 + TSO1) 증원 (실근무 82일 감소)

· O/H2) 9 to 6 캠페인 (야간휴일근무 최소화)

· 스마트 오피스 (원격근무제 확대 기반 구축)

· 회식문화 등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9개)

근로시간은 자유롭게 일·가정 모두 행복하게

교대근무도 통상근무처럼 조직·제도는 유연하게

· 도전적 유연근무제 시행

· 연장근로 상시 발생직무 개선 등 업무효율성 향상

·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만들기

· 행복경영 추진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 구현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생산성 제고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

일·생활 균형 추진체계

장시간 근로해소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력과 성과 

1) TSO(Technical Supporting Operator): 휴가, 교육 등 부재사유 발생시 교대 근무조 내 모든 보직에 대한 대체근무를 지원하는 우수인력 Pool

2) O/H(Overhaul): 분해수리를 포함하는 계획예방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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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집중개선

구분 ~ 2016년 ~ 2017년 2018년 계획

교대근무
·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4조2교대)

· 보상휴가 도입, 지정휴무 합의

· 4조2교대 + TSO 운영

· 보상휴가 확대, 지정휴무 시행

· 5조3교대 도입

· 보직운영 효율화(겸직 등)

· O/H 공정별 필수인원 지정

· 돌발·기동정지 투입인력 최소화
통상근무

·  삼천포 O/H‘9 to 6’ 캠페인 

 (연장근무 Zero, 휴일근무 최소화)

· KOEN형 스마트발전소 구현

· 가동중지 발전소 인력 전환배치

118시간 67시간 추가감소 예정1인당 연장근로

도담도담패키지

일·가정 양립의 근무환경 지원

한국남동발전은 고용부 진주지청과 일·가정 양립 협약을 체결하고,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 위원회인 ‘리본위원회’를 운

영하는 등 직원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모성 보호와 육아지원을 위해 도담도담패키지 (전환형시간선택제 패키지)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출산-육아기의 업무몰

입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여성직원들에게는 100% 육아휴직을 지원하며, 남성직원에게는 육아휴직과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장려합니다. 이와 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여 

전사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워킹 맘&대디 직장유지 부모교육을 시행합니다.

직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OT(Home On Time) Day, 휴(休)-Day 및 

Block Leave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며, 노사합의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표를 내부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연차휴가 시 PC-off제를 시행하며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휴식과 재충전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신고 인사부서 

최적설계 5. 복직

6. 전환형 시간선택제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2. 전환형 시간선택제

임신기 복직·유아기

3. 출산 전·후 휴가

4. 육아휴직

출산·육아휴직 전일제 복귀

GWP
구현

Fun과 Work의 조화 소통·신뢰의 조직생태계 구축 동기부여 등 자긍심 고취

· 직원가족 전력시설 탐방

· 매칭그랜트형 동호회 지원

· 익명게시판 ‘전해락(傳解樂)’ʼ 

· 명사초청 인문학 특강

· EAP(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해외사업 진출지 자원봉사 

 (네팔, 파키스탄)

행복경영 추진으로 ‘일하기 좋은 일터’ 구현

한국남동발전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통해 소통과 신뢰의 조직생태계를 구축하고, 자발적 동기부여를 지원하고자 합니

다. 임직원들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문소양을 위

한 특강과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및 해외 자원봉사 등 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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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창출 강화

열린 고용 및 사회형평채용 확대

한국남동발전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역량중심 채용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통해 지역 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졸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유공자 등 사회 각층에게 고른 고용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2017년 기간제, 파견 및 용역 인력 

15명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무기계약직 관리요령을 준수하고, 정년 및 퇴직시기를 정

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비정규직의 보수·복지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채용

방향

· 채용의 공정성 강화,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적극 대응

·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등 일자리 질 개선 정책 이행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채용전략

인력

구조

· 30대 이하 57%, 40대 이상 43%, 평균연령 38.5세 → 청년층 확대 (30대 이하 60%)

· 구성원 학력수준 구성: 대졸(76%), 전졸(6%), 고졸(18%) → 채용수준 다양화

· 여성인력 전체인원의 10%(사무 33%, 기술 6%) → 이공계 여성인력 확대

구분 채용 목표 실적 노력 및 성과

본사 이전지역인재 10% 15%
· 채용목표 미달 시 지역인재 추가합격 (초과현원운영)

· 지역인재 가점제도 등 우대제도 시행

고졸자 20% 20%
· 채용형인턴(전문대졸·고졸자) 제한경쟁 채용 시행 (하향지원 방지)

· 산학협력 MOU 및 재학생 인턴 운영
전문대졸자 10% 11%

장애인 3.2% 3.5%
· 고용의무 대비 보훈(106%), 장애인(117%) 달성

· 보훈 채용유공 국가보훈처장 표창 수상
국가유공자 9% 9.5%

채용

전략

능력중심채용 확대 청년고용 확대

사회형평채용 확대 비정규직 고용 안정

·  편견 없는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으로 직무능력 

 중심채용 강화 및 채용의 공정성 제고

· 전문대졸 및 고졸 채용 제도 지속 시행

· 지역인재 등 채용확대, 여성인재 육성

·  초과현원 운영을 통하여 청년고용 확대 

 (인건비 한도내 운영)

·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 및 선도적인 전환절차 이행 

 (고용부 전략기관 선정)

열린 고용 및 사회형평채용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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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은 2030 경영목표에 정부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핵심사업 투자와 신사업 개발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생형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협력회사를 지원하며, 청년·여성·신중년 등의 취업애

로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전략과 실천노력

- 중장기 일자리 창출 로드맵 -

중장기

로드맵

방향성

단기 (2017~2018년)

누적 일자리 목표 1.8만명

· 환경설비 보강, 민자건설 본궤도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2%

·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핵심사업 투자로 일자리 창출

· 발전분야 노하우와 기술력을 활용한 협력회사 지원

· 사회적가치 중심 일자리 확대 노력

중기 (2019~2020년)

누적 일자리 목표 5.4만명

· 노후 발전소 연료전환, 신기술 사업화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4%

장기 (2021~2022년)

누적 일자리 목표 8.9만명

· 신규전원 건설, 신사업 모델 확장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3.4% 

중장기 일자리창출 로드맵

2017년 민간 일자리창출 실적

투자 
사업 734 명

4,269 명
3,790 명

121 명
109 명

· 대규모 발전소 건설/설비개선 사업투자로 경기 활성화

· 발전사업 설비개선 및 환경설비 보강,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연료전지 투자 등

민간
협력

· 국내외 민자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기 추진

· 국내외 민자 발전사업, 공공·민간 협업을 통한 수상태양광 사업 등

협력회사
지원

· 협력회사 경쟁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 유도

· 계약제도 개선, 기술개발 지원, 판로지원, 구매확대 노력 등

취약계층
지원

· 사회적 책임과 가치공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

· 취업애로계층 대상 공익단체 협업모델, 장애인·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원

지역
균형발전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지역인재 채용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확대, 지역 기반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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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완수

Material Topic

공공 및 민간 부문 전반에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정책적·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

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창출을 포함하는 범위로 확장되며, 비즈니스 모델 기반의 공유 가치 창출도 중요하게 부각

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남동발전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발전업 기반의 사회공헌을 위해 노

력하고, 다양한 인권 및 윤리 이슈에 다각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Our Roadmap

· 공공기관의 청렴과 투명성 강조에 따른 KOEN 청렴도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조직의 청렴윤리문화 내재화 및 사회공헌 강화

· 청렴윤리 강화를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

Material issues

· 윤리경영 실천과 공정거래 확립

· 사회공헌 사업 추진

Our Goal

2030년 KEMDEX 점수

(한국남동발전 윤리경영실행평가)
99점

2021~2023
(중기)

2018~2020
(단기)

2024~2030
(장기)

·  글로벌 수준 준법, 감시 체계 구축 

 -  전사 준법, 감시 실천 체계 수립

글로벌 

윤리경영 

체계 구축

·  윤리경영 전담조직 확대

 -  윤리조직문화, 교육 분야 전문인력 강화

·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체계 구축

 -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규범 행동기준 

확립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  윤리실천 프로그램 강화

 - 윤리실천 활동영역 확장

 - 현장실행 조직 활성화

·  소통의 열림 KOEN 구현

 - 소통채널 다변화 시행

 - 의지 전파 및 참여 시스템 강화

·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 실천활동 및 소통채널 강화

 - 업무프로세스 투명성 강화

이해관계자와 

전략적 

윤리경영

·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확대

 -  윤리경영의식 제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형 활동 강화

·  이해관계자 지원활동 강화

 -  이해관계자 윤리경영 교육 실효성  

강화 및 성과 분석 강화

·  이해관계자 대상 전략적 윤리경영 시행

 - 남동 윤리경영 홍보활동 

 - 지원활동 모니터링 강화

인권보호 

실천문화 

확립

·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 확립

 - 인권선언서, 체계 확립 

 -  홈페이지 및 보고서를 통한 

      지속적인 대외 공표 및 보고

·  공공기관 인권경영문화 확산 선도

 - 공공기관 확산활동 강화

 -  청렴윤리 혁신클러스터를 활용 인권

경영 문화 확산 강화

·  대국민 인권경영 문화 확산 활동 전개

 - 시민참여 인권 강화 활동 전개 

 - UNGC COP 등록 등 대외보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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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 

사회공헌 확대

국민공감을 위한 중장기 사회공헌 추진체계

한국남동발전은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국민공감형 사회공헌을 통해 ‘에너지 나눔 희망 파트너’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를 위해 사회공헌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자발적 사회공헌 문화를 조성하며, 지역지원사업 모델을 다각화하였습니다. 또한 

남동발전 고유의 사회공헌 브랜드를 기반으로 업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전

든든한 ‘파트너’지속가능한 ‘희망’힘이 되는 ‘에너지’

중장기 전략

·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사업

· KOEN Sunny Project 추진

· 글로벌 및 환경공헌사업 다양화

· 자유학기제 활성화

·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 지역맞춤형 사회공헌 지속
2017년 실행과제

핵심역량연계, 국민참여 기반강화로 사회적가치 창출 확대정책

업특성 연계 사회공헌 확대 미래 지향적 공유가치 실현 공동체적 나눔문화 선도

UN SDG 

목표 연계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KOEN 드림 Job 프로젝트’ 

신정부 국정운영 정책인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협

력기관과 KOEN 드림 Job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어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및 동등 

기회 부여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노인 및 저소득층 민간 일자리 창

출효과는 67명이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로컬푸드 마켓) 설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7 대한

민국 사회공헌대상과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등 6개의 정부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 인프라 지원을 통한

평판 제고와 사업 추진 및

정부정책 부응

67명

민간일자리 창출

바다사랑 지킴이 실버카페

단순시간근로가 가능한 지역노인

에게 고용기회를 부여하고자 

해양환경 정화 및 보호활동 진행

바다사랑 지킴이 (공익사업)

지역노인의 경제활동 및 

자아실현을 위한 전통시장 내 

카페운영 및 택배사업 지원

실버카페 (소득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통한 지역농산물 판로 지원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로컬푸드 마켓 (소득사업)프로젝트

목표·활동

에너지 나눔 희망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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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역량 및 업 특성 연계 프로그램 ‘Sunny 프로젝트’ 

‘Sunny 프로젝트’는 한국남동발전의 핵심역량인 에너지와 연계하여 취약계층과 전기 미공급 가구에게 빛과 희망을 제공

하는 에너지복지 향상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취약계층에게 독립형 태양광 시설 설치를 시작한 이래 ‘Sunny 

Plant’, ‘Sunny Place’, ‘Sunny Garden’, ‘Sunny Market’ 으로 체계화된 4개 지원 모델을 확립하여 에너지 공기업의 핵

심역량과 연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천포 중앙시장 Sunny Market 준공식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KOEN ECO 프로젝트’ 

발전소의 환경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풍요로운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친환경적 공유가치를 창

출하는 ‘KOEN ECO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시설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한 ‘행복홀씨 입양사

업’을 전사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석면지붕 개량사업’을 통해 경남도 취약계층 66세대 (2개년 120세대)의 지붕을 개량하

였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환경영화제, 석탄바로알리기 프로그램 등 아동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상쇄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역사회의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환경 가치와 배출권 획득의 경제적 가치를 창

출하는 가치공유형 친환경사업입니다. 도심 공단지역 내 12,000m2의 숲을 조성하여 시민 쉼터를 제공하며, 온실가스를 

저감 (11tCO2/년)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환경친화경영 대상과 행복홀씨 우수단체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해외사업 추진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Global Sharing’ 

파키스탄, 네팔 등의 해외수력사업국가에서 한국남동발전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규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파견 직원을 포함한 임직원과 주민단체 및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해외봉사단을 연 2회 파견하여 재해복구, 태양광 발전기 설치, 교육 및 체육활동 등의 나눔봉사를 실천합니다. 2017년에

는 파키스탄내 전기 미공급 학교에 태양광설비 (20kW)와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며, 네팔 홍수 피해지역에 학교 담을 설치

하여 야생동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Sunny Plant Sunny MarketSunny Place Sunny Garden

강원 평창, 경남 고성 등 

전기미공급가구 태양광 설치 

(22세대 3개소, 11.3억 원)

성남과 전남 등지의 장애인 및 

취약가구 에너지효율 

개선 (3,000세대, 12.3억 원)

녹지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등의 복지기관 에너지환경

개선 (4호점, 1.7억 원)

삼천포, 진주 중앙시장 등의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개선 

(4개 전통시장, 1.5억 원) 

UN SDG 

목표 연계

97.8점

이해관계자 만족도

3,200세대

누적 수혜자

UN SDG 

목표 연계

평판을 통한 파키스탄

수력 신규사업 추진

해외사업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내용 및 성과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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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키움 역사스쿨 평창 동계올림픽 파키스탄 선수단 경상남도 서포터즈 발대식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드림키움 프로젝트’

발전소 주변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진로탐험, 인성 및 사회성 개발을 위한 ‘드림키움 프로젝트’는 미래 인재

를 양성하는 체험형 교육기부 사업입니다. '드림키움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난 3년간 2,747명의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

년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8,180명의 유소년 및 청소년에게 신바람에너

지 스쿨,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등의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2017년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지

역 대학생 50명으로 구성된 KOEN 대학생봉사단을 발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외, 진로상담 등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년 연속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부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성공개최 지원

한국남동발전은 평창 동계올림픽 & 패럴림픽을 공식후원 (50억 원)하였으며, 올림픽 꿈나무, 다문화·한부모가정, 지역

주민 등 624명의 경기관람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평창지역의 발전설비와 마을 편의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강릉지역 3

개 마을을 1년 간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사업국인 네팔과 파키스탄 선수단의 장비를 후원

하였으며, 경남도 협업 파키스탄 서포터즈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문화 선도 

한국남동발전은 2004년 9월 KOEN 나눔봉사단을 창단하고, 임직원의 자발적 성금인 ‘나눔펀드’와 이에 상응하는 회사

의 기부금인 ‘매칭그랜트’를 조성하여 본사 및 발전소 주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혜자 맞춤형 봉사 및 공헌활동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따뜻한 사회’라는 봉사활동 슬로건 아래 지역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활동 횟수 수혜규모

이웃사랑
취약계층 후원 지역아동센터 문화탐방, 복지시설 생필품 후원 92 3,340명

지역안전 나눔 포항 지진,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 피해복구성금 기부 5 2.9억 원

문화사랑
문화행사 지원 남강유등축제, 장애인·다문화가정 문화행사, 영화제 지원 10 2,700명

체육행사 개최 강릉 환경가족체육대회, 해변마라톤대회 등 개최 2 3,500명

지역사랑
농어촌 지원 농번기 일손돕기, 봉사활동, 지역농산물 구매 및 홍보 34 40농가

전통시장 지원 온누리 상품권 등 활용 전통시장 살리기 전사적 운영 13 0.5억 원

환경사랑
환경정화활동 발전소 주변 지역 관광지, 하천, 마을 등 환경정화활동 122 6개 시군

생태지킴활동 식목행사, 해양폐기물 수거 등 생태보전 66 6개 시군

사회봉사활동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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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준의 

청렴윤리 

경영체계 구축

윤리경영시스템 기반의 청렴·윤리 실행기반 구축

한국남동발전은 윤리적 조직문화 구축과 준법문화 내재화를 위하여 4C 기반 윤리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정교한 실행규범(Code)과 실천중심 조직체계(Compliance), 맞춤형 교육시스템(Consensus), 더불어 윤리경영

(Cooperation) 바탕의 4C 실행 체계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체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17년에는 인권위원

회(5명)를 신설하여 인권보호관련 의결 활동을 전개하며, 발전소 주변 지역민이 참여하는 청렴확산 활동을 위해 사천지

역 청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공

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의 보완 내용을 반영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비전

글로벌 윤리경영 체계 구축 윤리적 조직문화 정착 사회적가치 확산형 윤리활동 전개중장기 전략

이해관계자와 전략적 윤리경영예방적 준법·청렴문화 강화윤리경영시스템 강화

2017년 실행과제

실행규범 (Code)

· 윤리헌장, 강령(각 8개장) - 실천의지, 행동방향

· 행동강령(46개조) - 세부행동 기준

· 청탁금지법 처리지침 - 준법처리 기준

· 인권경영 선언문(8개장), 실행지침(24개조)

실천중심 조직체계 (Compliance)

· 윤리위원회

· 윤리경영실천리더

· 청탁방지담당관

· 인권위원회

맞춤형 교육시스템 (Consensus)

· 맞춤형(기본, 중간, 리더, 담당자별) 윤리교육 운영

· 교육콘텐츠 개발, 청렴워크숍, 지도자 양성

더불어 윤리경영 (Cooperation)

· 협력회사 공동교육, 민·관·공 청렴클러스터

· 사천지역 청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행체계 (4C)

준법·청렴 문화 내재화를 위한 전사적 부패 예방활동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한국남동발전은 전직원 대상 조직문화 자체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연근무

제 시행 등의 좋은 관행은 장려하고, 불건전 관행을 근절하는 ‘KOEN 新 조직문화’ 정착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준법관리체계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준법관리체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모든 

외부강의 신고, 변경신고 기간명시(사후 5일) 등의 개선점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준법 문화 내재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전 임직원 및 가족, 공무수행사인, 협력회사) 대상 법 준수 서한문과 교육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남동

발전의 200여 개 업무 분야·상황별 청탁금지법 법률자문 책자와 법 준수 유의사항 홍보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준법·청렴 

문화 조성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0건 유지

청탁금지법 위반

97점

윤리의식수준 진단 결과

· 행동강령책임관

· KOEN옴부즈만

· 청렴자문위원회

· 윤리경영 실행체계 강화

· 청렴·윤리 실행력 강화

· 전사적 부패예방활동 전개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활동 강화

· 참여형 청렴문화 확산활동 전개

· 인권보호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World Class 윤리경영 추진으로 글로벌 리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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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윤리청렴교육 및 참여형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

한국남동발전은 역량 단계별 윤리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임직원들의 청렴문화를 고취하는 한편, 민·관·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주민 참여형 청렴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KEMDEX 이행수준

2017

97.5

2016

96.5

2015

95.0

[단위: 점]

윤리경영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 개선 추진

한국남동발전은 자체적인 점검과 수준진단을 통해 윤리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KEMDEX1) 이행수준 및 자체청렴도 평가를 수행하며, 외부적으로는 KSI평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성·투명성·청렴성을 선도하는 내부견제시스템

공정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채용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사이버테러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정보보안 체계

를 운영하고자 사전 대응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용 전과정에 대해 내부통제를 시행하고, 감사원 채용

비리 감사 시 합동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안전 및 사내 정보보안 전문가 협력감사를 시행하는 등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2017년 블라인드 채용 도입 우수기관으로 선정(기재부 장관상 수상)되었으며, 

현장안전 제도와 정보보안 관리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청렴새싹 키우기 진주지역 청렴클러스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청렴연수

· 사천지역 청렴협의체 9개 기관 참여

· KOEN, 사천경찰서 청렴강사 지원

· 취약계층 자녀 30명 청렴연수

· 진주시, 이전기관 등 12개 기관

· 협약기관 실무자 협의, 우수사례 공유

· 반부패 전담조직 연대로 청렴 선도

· 반부패·청렴문화 캠페인 시행

· 공동개발 (KOEN+경상대+진주향교)

· 임직원 및 협력회사 대상 체험교육

· 누적 수료인원 799명

· 2017년: KOEN(216명), 다문화가정(87명)

역량 단계별 윤리학습시스템

· 청렴연수 연차적 이수 (8시간)

·  집합교육 (2시간) 및 온라인 교육 (6시간)

·  청렴 Talk를 통한 상임감사 대면 교육 (2시간)

·  중간관리자 청렴 집합교육 (6시간)

·  내부 청렴강사 양성을 위한 권익위 과정 (24시간)

·  윤리·청렴 업무 담당자 대상 전사 워크숍 (8시간)

·  청렴외부전문가 초청 심화특강 (16시간)

·  청렴리더십 확립을 위한 집체 교육, 워크숍 

전직원 및 

상주 협력회사

윤리 기본소양 

UP

윤리 지식·덕목 

UP

중간관리자

(차장급)

지도자 윤리소양 

UP

청렴실천

리더(부장이상)
청렴강사 역량

UP

윤리·청렴 

업무 담당자

역량 단계별 윤리학습시스템

1)  KEMDEX(KOEN Ethics Management Index): 한국남동발전 윤리경영실행평가 지표, 매년 전 사업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행 수준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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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정립 및

이해관계자 참여

인권경영 추진 전략체계 구축

한국남동발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인권경영의 내재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임직원과 관련된 여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외적으로는 경영활동의 직간접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략체계를 구축하고 인권경영 선언문을 제정하였습니다. 선언문을 통해 모든 임직원

이 지켜야 할 인권준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실행지침을 제정하여 인권경영 선언문의 실행기준을 명

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경영 노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인권경영 페이지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한국남동발전의 임직원은 인권경영 선언의 원칙을 준수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기 위해 가치사슬에 따라 가치의 생산(직원, 노동조합)과 소비(전기사용 고객, 일반국민)의 주체를 

정의하였으며,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주체(지역사회, 협력회사, 정부, 언론·환경단체)를 이해관계자로 설정

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인권현황을 점검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별 인권이슈를 식별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조치를 식

별, 개선하고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인권경영목표

세부목표

운영원칙

· 차별 금지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잘못된 노동관행의 금지

· 산업안전의 보장

· 협력회사의 권리

· 현지주민의 권리

· 환경권의 보호

· 개인정보의 보호

대내적

성별, 직종, 학력 등에 따른 차별과 소외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만들기

대외적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에너지 기업으로서 

협력회사 및 지역주민의 인권 증진을 조력

기관특성 사업특성

제품특성: 필수재로 전 국민이 고객

생산특성: 장치산업, 환경영향산업

판매특성: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전량 판매

공익성: 공공재 성격, 기업시민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가치사슬별 이해관계자 정의

 · 직원, 노동조합

 ·  전기사용 고객, 일반국민

 · 발전사, 협력회사, 지역사회      ·  정부, 국회, 한전, 전력거래소

 ·  언론,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정의 및 그룹 분류체계

시장형

공기업

가치
생산

가치
소비

가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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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노력

한국남동발전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인권 이슈를 식별하고 유효·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침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이해관계자 활동 노력

노동 권리 보호 직원

·  차별의 금지: 인사와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블라인드 채용, 승진정보 공개기준 설정)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인정한다.

·  근로 기준 준수: 아동노동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노동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한다. (Hot-Day 시행, 유연근무제 시행)

산업안전 보장 직원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작업장의 안전장구와 시설이 늘 안전하고 위생적이도록 유지한다. (안전실

행지수 도입)

·  취약 근로자 보호: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한다.

전력 서비스에 대한 접근 고객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전기 미공급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력을 지원한다. (Sunny Project)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  동반성장 확대: 동반성장 체계를 수립하여 협력회사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반성장 허들링컴퍼니)

·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기술력 강화지원을 통해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다자 간 협업 연

구개발 추진)

지역주민의 인권 보호 지역주민

·  지역특성을 반영한 나눔문화 확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와 경제

에 활력을 제고한다. (남가람에코파워토피아, 전통시장 지원)

·  환경권 보장: 환경훼손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활동을 통해 지역 토착민의 생활권을 

보호한다. (환경모니터링 위원단 운영, 환경서포터즈 운영) 

기타 인권 이슈
아동

이주 노동자

·  아동노동의 금지 :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  이주 노동자 차별 금지 : 이주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 근로여건 상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 평가 비율 잠재리스크 발견 비율 개선조치 비율 잠재리스크 식별 개선조치 내용

직원 100% 13.83% 100%
여성 직원 및 장애인 직원의 

인권 침해요소 발견

· 리본위원회 운영

· 직장어린이집

· 장애인 안전조치

협력회사 100% 10% 100% 주요 공급사의 CSR이행 공급망 평가 및 실사 시행

지역주민 100% 4.9.11% 100% 영흥발전본부의 비산먼지 이슈
회처리장 비산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추진

잠재 인권이슈 식별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 관련 잠재 리스크를 식별하고, 인권 침해 요소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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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별 맞춤형 소통체계 구축

한국남동발전은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회사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공동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장형 공기업의 특성과 가치사슬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를 재정의하고, 그룹별 특성

을 반영한 맞춤형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소통 노력 및 성과

이해관계자 기대 사항 소통 노력 성과 및 대외인정 소통활동 측정 및 평가결과

직원

· 경영진 직접 소통

· 부서간 효율적 

   업무 소통

· 월간경영회의(14회), 

   브랜드 교육(2회)

· 비효율직무 개선 

   공모제안 (123건)

· 발전사 최다 제안건수 

  (평균 14건/인)

· 아이디어 경영대상 

   6년 지속상 수상 ·  비전 핵심가치·전략 공유도 

 ’16년 94.1점 → ’17년 94.7점

·  조직의견수용, 공정·협력지수 

 ’16년 94.6점 → ’17년 95.0점

노동조합
· 임금인상 및 복지확대

· 일과 삶의 균형

· 현안공유 및 경영현황 

   찾아가는 설명회(18회)

· 노사협의회(29회)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선정

· 노사 사회적 책임 실천 

   우수사례 인증

고객·국민
· 투명한 정보공개

· 참여채널 확대

· 자율 정보공개 확대 

  (219건 ’16 → 225건 ’17)

· 국민참여 열린혁신 

   우수과제 선정

· ALIO 공시 점검 지적건수 

   Zero 달성

· 산업부 열린혁신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  지역주민(국민) 만족도 

 ’16년 96.7점 → ’17년 97.8점

·  협력회사 동반성장 만족도 

 ’16년 95.2점 → ’17년 96.2점

·  기관고유의 정보 자율공개 

 ’16년 219건 → ’17년 225건

지역사회
·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공헌 증대

· 남가람에코파워토피아

   (경제공헌)프로그램

· 에너지복지 Sunny Project

   (사회공헌) 시행

· 지역 활성화 투자

  (119건, 1,506억 원)

·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수상

협력회사
· 기술경쟁력 강화

· 동반성장 확대

· CEO 협력회사 방문(9회), 

   간담회(12회)

· 동반성장 허들링컴퍼니 개최

   (470명)

·  산업부 주관 동반성장실적 

   평가 6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공공기관 유일)

정부·국회
· 일자리 창출

· 국정과제 이행

· 일자리창출 전담조직 신설

   (’17.9월)

· 일자리위원회(15회) 및 

   포럼 개최

·  발전 건설, 설비투자, 

   국내외 민자사업 등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9,530명 창출

언론·환경

단체

· 미세먼지 저감

· 환경오염 예방

· 석탄화력 바로알리기 

   국민시찰단(100명)

· KOEN 환경서포터즈 운영

   (대학생 15명)

· 미세먼지 기준년도 

   ’15 대비 19.1% 저감

· 지속가능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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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의 영흥발전본부는 회 처리장에서 발생한 석탄회 비산먼지로 인해 지역

주민과 8차에 걸친 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갑작스러운 추위와 돌풍

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경작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비산회 피해

는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피해가 계속되자 발전본부와 주민들은 협의회를 구성하

여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흥발전본부의 전직원은 방진포 작업과 복토 

조치를 통해 직접적인 피해 상황을 복구하였으며, 비상대책반을 꾸려 주민과의 갈등 해

결과 진정성 있는 협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3월 29일, 8차의 협의회와 2

차 실무협상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영흥발전본부는 ‘외1리(소장골) 피해회복과 상생발

전을 위한 협의체’ 최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발전본부는 외1리(소장골) 주민의 피

해회복과 상생발전을 위해 2018년 1월 11일 주민설명회 시 발표한 환경개선 계획안

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주민참여 환경감시단의 영흥발전본부 출입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와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조치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영흥발전본부 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

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매립회 등 석탄회의 재활용에 동의

하고 적극 협력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앞으로도 발전소 운영 지역의 환경 및 사회 

영향과 주민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갈등에서 화합으로, 화합에서 상생으로

- 영흥발전본부 비산관련 환경민원 대응 -

지역 상생
모델 발굴

비상대책본부 중심의 환경민원 종합대책 수립

방안 시행

· 비산먼지 차단 및 소음방지 대책

· 상생협력 사업발굴 및 추진

TF 구성 및 

방안 마련
주민 설명회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및 개선의견 수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노력

구분 지역주민 의견 반영 추가 개선 노력 모니터링 강화

회처리장비산방지
· 매립회 재활용 동절기 중단 및 비산방지망 포설

· 복토 시행 및 살수설비 보강

· 복토구역과 매립진행(재활용)구역 구획관리 

   - 마을 인근지역 조기 매립 및 복토

· 회처리장 관리개선 전문기관 용역 시행 ·  주민 참여형 감시단 운영 

(수시)

· 계측기 추가 설치 추진
저탄장옥내화추진

· 단계적 옥내화 추진으로 당초 계획 대비 12개월 단축

* 선행사례(타발전소) 대비 15개월 단축

· 방풍림에 방진망 추가 설치

· 풍속과 먼지농도를 고려한 지능형 살수설비

· 적용 및 2배 확대 운영

CEO 현장방문

협약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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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안전·보안체계 유지

·  위험평가/분석 기반의 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예측시스템 개발

재난안전 

인프라 및 

투자 확충

·  위험평가/영향성 분석 기반의 재난관리

체계 정착

·  공공/민간 빅데이터 연계 재난예측 

시스템 운영

·  통합적 KOEN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고도화

·  재난예측 통합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재난 협업 

네트워크 및 

대응역량 

전문성 강화

·  재난대비 협업 네트워크 운영 내실화

·  KOEN형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플랫폼 

구축

·  재난대비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플랫폼 고도화

·  국민 소통·체감형 재난관리 거버넌스 

정착

·  개인 및 조직의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 극대화 

재난대응 조직 

및 의사결정 

역량 극대화

·  매뉴얼 중심의 통합 지휘 및 대응체계 정착

·  재난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의사결정 능력 

강화

·  스마트 재난대응 매뉴얼 운영

·  정보·상황 중심의 컨트롤 타워 역량 

 강화

·  문제해결형 재난대응 매뉴얼 정착

·  컨트롤타워 기능 및 역량 고도화

핵심업무 

연속성 계획의 

실행 고도화

·  기능연속성 확보 중심의 복구계획 내실화

·  재난 원인조사 및 개선을 위한 환류체계 

강화

·  회복력 중심의 복구계획 및 실행 

프로세스 정착

·  재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의 과학화

·  지속가능한 사업연속성 경영체계 정착

·  재난관리계획 수립의 선진화

예

방

대

비

대

응

복

구

Material Topic

점차 대형화되는 자연재해와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여 안전·보안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

다. 발전업의 특성 상 재난 발생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전력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과 대비 및 사후조

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스마트 발전소, 가상 발전소 등의 기술

을 도입할 시 사이버 범죄에 취약해지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Our Roadmap

· 안정적 전력공급을 통한 국민 에너지 복지증진과 국가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에너지 기업으로의 위상 강화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완수

· 안전보안 인식 수준 향상 및 안전보안 사고의 실질적 감소

Material issues

· 글로벌 안전경영시스템 운영

Our Goal

2030년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0건

2021~2023
(중기)

2018~2020
(단기)

2024~2030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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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대비

대응
복구

통합적 KOEN 

재난관리체계 

구축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계 운영

한국남동발전은 중대재해와 산업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자 재난관리 전략을 수립하였습

니다. ‘안전의식’, ‘안전제도’, ‘안전인프라’의 3대 전략 하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운영하며 다양한 형태의 복합·대형 재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4-Step 재난관리 체계와 재난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재난대비 점검(18회) 및 재난대응 훈련(154회)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있

습니다.

KOEN 재난관리체계

· 4-Step 재난관리

목표

전략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Zero로 근로자 안전에 기여

2017 

실행과제

·  재난관리 전문성 확보로 최적의 재난대응

· 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지속적 협업 확대

·  사회적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

·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 최소화

‘안전의식’ʼ  ‘안전제도ʼ’  ‘안전인프라’ʼ  내재화

재난유형별 재난관리 부서

·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 재난경보체계 구축 및 운영

·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작성 및 운영

· 재난관리자원(장비, 물자) 확보

안전품질실 (재난관리부)

· 재난대응 조직 구축 및 역량강화

· 계절별·특정시기별 설비점검보강

· 재난경감시설(소방,내진) 설치 운영

· 재난관리체계 평가 및 개선

사고수습지원본부

· 재해복구 활동 (피해조사, 계획수립)

· 대국민 재난 복구 지원

· 재발방지 제도 및 시스템 개선

· 재난발생 조사 및 원인규명

재난안전대책 본부

· 재난 상황전파 및 경보 발령

· 재난안전대책 본부 가동

· 긴급구조, 긴급복구, 긴급지원

·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및 운영

재난관리부 사업소 실무부서유형별 대응부서재난관리부

징후감지 비상대응초기대응 수습복구

· 재난대응 프로세스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징후접수·전파 긴급복구인명구조활동징후접수·전파

재난유형별 대응부서 현장출동

징후대응 조치 2차 피해 예방시설물보호활동

지역사회 지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처상황 모니터

상황공유·보고

협업요청

비상조직 구성

· 대책위원회

· 재난상황실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발생

상황판단 사고수습지원본부

피해현황 파악

복구계획 수립

운영체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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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N형 재난안전경영시스템 구축

한국남동발전은 2018년 6월 KOEN형 재난안전경영시스템(KDSMS, KOEN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는 재난관리, 안전경영, 공정안전관리, 화학물질관리를 통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재난 및 안전관

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실시간 재난안전관리와 정보공유가 가능하며 성과 모니터링을 통한 취약점 분석 및 개선으로 자율

안전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현장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과정과 한국남동발전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

을 통해 70명의 현장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한편 재난의 대형화·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대응 전

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31명의 인

력이 전문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발전소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고도화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역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 지원을 통해 공공

기관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예방·대비를 위

해 분당발전본부는 발전소 주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화재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습니다. 소화기·소화

감지기를 지원(1,568개)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보급 지원센

터로 지정되어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소방시설을 전달하

고 있습니다. 

재난(화재) 발생 시에는 자체소방대를 활용하여 인근지역의 화

재 진압에 기여합니다. 강원도 산불, 모전리 공장·목재소 화재, 

월영마을 주택 및 주차장 차량 화재 등 여러 화재사고에 신속하

게 대응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

력을 인정받아 2017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 표

창과 제16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행안부 장관 표창(삼천포, 분당, 

영흥)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난훈련과 안전

교육 또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기획·설계 단계부

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토론기반 훈련을 진행하며, 실행기반의 

민·관·공 합동훈련을 시행합니다. 안전교육은 체험형 소방·안전 

교육으로 구성되며, 특별히 어린이, 노인, 이주가정 등의 안전약

자를 위해 증강현실을 활용한 안전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시기별·재난형태별 재난 대응요령 대국민 캠페인을 실

시하여 재난대응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에 참여하여 정부, 지자체와 함께 시설물, 건축물

을 비롯한 안전관련 제도를 점검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사고

와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지역사회 재난 예방 및 관리 -

70명

현장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31명

재난대응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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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산업재해 분석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화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10년간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안전제도, 안전인프라 및 안전의식에 대한 3대 개선 방향을 도

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재해발생 원인인 근로자의 불안전행동을 제어하고, 고위험작업과 관련된 IoT기술을 도입

하는 등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최적 건강관리 실현

한국남동발전은 2015년부터 근로자 종합 심리케어서비스(EAP)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AP는 직무스트레스, 조직 내 갈

등, 가족문제, 재무문제 등에 대해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근로환경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제

도입니다. 2017년도엔 4개의 종합병원과의 진료협약을 통해 총 617회의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2018년에는 남

동발전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 직원의 스트레스 상담과 지역사회 안전약자의 생활 상담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

니다.

협력회사 안전역량 강화 지원

발전소 내 모든 협력회사 근로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Safety Plus’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협력회사 근로자를 위하여 한국남동발전이 구축한 고유의 안전점검활동입니다. 한국남동발전과 협력회사 

본사 안전부서장이 각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활동을 시행하며, 안전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협력회사 안전진단 및 개선활

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협력회사와 합동 토론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 협력회사에 개선내용을 보급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재난안전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2017년에는 4개 협력회사에 대해 재난안전멘토링 서비스를 시행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42건)

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18001) 인증 지원, 안전점검표(지게차, 호이스

트 등) 및 안전용품 제공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협력회사 책임자급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월 1~2회 안전회의를 

진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장비 개발 교육 강화

재해예방 Safety Keep 6·3·3 

기본실천수칙 도입 및 활용

IoT 기반의 위험지역 

불안전행동 차단 및 모니터링

안전교육 내재화로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보는 능력 향상

· Safety Keep 6·3·3 기본실천수칙

 - 6: 6대 다발 재해

 - 3: 관리감독자 3대 기본 실천사항

 - 3: 근로자 3대 기본 실천사항 

·  스마트안전대 

 떨어짐 위험지역 접근 경보, 

 안전걸이 미체결 알림 및 경보

· 무선 복합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밀폐공간 가스농도 상시 모니터링

·  최신 작업위험성평가 도입 및 적용 

 교육 실시 (협력회사 포함)

·  전직원 참여 안전시설 개선활동으로 

 퍼펙트 현장안전 구현 

 (아이디어 발굴 83건)

·  안전문화 구심점 역할의 안전관리 

 리더 및 전문가 양성 (70명)

안전관리 3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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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N 스마트 

융합보안 체계 

확립

선제적 정보보안 기반확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이버공격의 지능화·고도화로 인한 보안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은 

선제적인 정보보호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통합보안관제시스템 도입 등 자체 사이버

안전센터 관제기능을 고도화하여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KOEN 융합보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 보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정보보안전담조직과 ICT전담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ICT보안실을 신설하여 조직을 강화하

였습니다. 이를 통해 ICT운영부서와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고 ICT조직력을 개선하였으며, 매년 ICT예산의 30% 이상을 

정보보호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1) CPS보안연구회: 한국정보보호학회에 소속되어 활동중인 가장 큰 연구단체로 CPS(Cyber Physical Security) 융합보안과 관련된 연구수행

목표 Global Information Security 수준 확립

정보보호 추진전략

추진전략

2017년 실행과제

·  대외기관 보안평가 우수 

 수검

· 개인정보보호 환경조성

·  보인의식 및 전문역량 

 강화 

·  제어시스템 실시간 방어 

 기제

· 일상보안관리체계 정립

· 융합보안 인프라 고도화

·  에너지 융합보안 기술력 

 확보

·  사이버위협 지능형 보안 

 관제

· 4차 산업 대응 인프라 구축

·  보안강화를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  국가보안시설 방호능력 

 강화

·  국가비상사태 대응능력 

 강화

·  자체 보안감사 및 불시 

 점검 시행

융합보안 거버넌스 구축
KOEN형 스마트 

융합보안체계 구현

미래에너지 융복합 

보안 능동적 대응

국가 기반시설 

보안수준 고도화

정보보호 내재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및 강화

·  사규 개정: 정보보안위규 

 징계양정 강화

·  협력회사 보안관리 소홀에 

 대한 징계사항 반영

·  사이버안전센터 교대근무 인력 

 1명 충원, 신입사원 2명 신규 

 채용

· 사업소 정보보호 업무지원

·  경영진 관심 강화를 위한 

 주간· 월간·수시(년간 38회) 

 동향보고

·  경영진 참여 제어시스템 보안 

 훈련 개최

·  정보보안 위반 사례집 발간 

 및 교육으로 체감도 향상

·  차세대 정보보안책임자 양성 

 교육 이수 (10명)

·  감사실 합동 전사 ICT보안 

 감사 시행, 산·학·연 협업

·  CPS보안연구회1) 세미나 

 KOEN 주관 (2017.10월)

사규강화 인력확충 경영진 인식제고 보안교육 공조·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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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보안기술 기반의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최신 ICS(산업제어시스템) 의 보안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최초로 발전제어시스템의 보안관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

니다. 현재 영흥발전본부 내 제어시스템의 보안관제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삼천포발전본부의 보안관제 구축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에너지정책의 신패러다임에 발맞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안이슈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특성상 외부 인터넷망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점을 제거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전

용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재생전용망 구축으로 사내외 신재생설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관리하고 있습니

다. 또한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통합관제 보안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원과 관계없이 데이터의 통합과 가시성이 확보된 제품을 구현하는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미래 사이버공격 대응력 강화

한편 지능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전사 보안인력의 

30%를 정보보안 핵심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며, 민간 보안전문회사 실전 교육과정(5명, 1개월), 전문보안장비 현

지 운영자교육 (2명)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자체 해킹방어대회를 개최하여 사업소의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에 힘입어 2017년 산업부 해킹방어대회 전체2위, 국정원 해킹공격방어대회 전체3

위 등 우수한 성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해킹사고의 주요 경로인 사외 이메일에 대해서는 ‘KOEN 인증메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인정된 메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신뢰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해킹메일의 악성코드를 사전에 차단하는 이메일 열람 2단계 보안조치

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부주의로 발생 가능한 악성코드 자동실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공 전방위 

사이버위협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교대근무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사이버안전센터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한국남동발전은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와 다양한 교육 및 점검을 시행하며 대규모 유출사고를 

방지하고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 개인정보보호인증(PIMS1))을 성공적으로 갱

신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수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1)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보호에 우수한 기관에게 방통위 심사후 인증부여

2)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유럽개인정보보호법,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법규

개인정보

완벽보호

· 전문기관 컨설팅: 관리체계, 법적준거성 등

·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3만 건 삭제

· 전사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 (협력회사 포함)

· 전직원 사이버의무교육 및 홍보물 발간

정책: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립

교육: 임직원·협력회사 인식제고

· 서버 개인정보검색시스템 구축 

· 웹 개인정보노출 점검, 시큐어코딩 장비도입

· 전사 내부평가 배점 상향 

· GDPR2)대응 해외사업소 점검 (불가리아, 터키)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수행

점검: 대내외적 안정성 평가

최우수 기관

을지연습 사이버공격 실전

대응 및 도상훈련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0건

사이버 침해사고 건수 

개인정보보호 유·노출 건수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위한 

전용망 구축

개인정보보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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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스마트·

상생의 보안체계

스마트워크 보안환경 구현

스마트 오피스 및 스마트 발전소 도입으로 업무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정보보호 체계에 ICT신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워

크를 위한 보안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료 전송 등의 일상적 업무에도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워크 추진 내용

구분 스마트워크 분야 추진 내용 정보보호 효과

문서자료

저장중앙화

· 스마트 오피스

· 협력회사 자료공유

업무용PC 자료저장 차단, 업무자료 중앙서버 일괄저장

· 문서자료 중앙관리로 유출 사전차단, 관리통제 일원화

·  통합 보안모니터링

·  자료유출 차단

사물인터넷

통신기반구축

· 스마트 발전소

· 사물인터넷 구현

IoT활용을 위한 KOEN전용 사설통신망(Private-LTE) 구축

· 공용 통신망 사용으로 인한 해킹, 보안사고 사전 예방

·  모바일 해킹방지

·  중요정보·자료 보호

모바일 사진

전송시스템

· 발전설비 정비

· 현장사진 업무활용

스마트폰 촬영 사진을 사내 업무시스템으로 즉시 전송

· 모바일 보안인프라기반, 촬영사진은 스마트폰내 저장안됨

· USB사용 대체

·  악성코드 유입차단

협력회사 보안수준 동반상승을 통한 상생의 보안 실현

주요 보안취약요소인 협력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보호기반강화를 지원합니다. 협력회사 전용망을 구축

하고 가상PC를 제공하여 협력회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을 차단하며, 자체 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24시간 지속적인 모

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보안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합니

다. 이 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기증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등 한국남동발전과 협력

회사의 보안수준을 함께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상생의 보안체계

구분

2017 

개선내용

·   지침·절차 내 협력회사 보안 

 관리 및 지원방안 반영

·  전용 이메일 훈련시스템 구축, 

 KOEN과 동일한 훈련 시행

·   KOEN수준 보안장비지원 (침

입차단, 유해사이트 차단 등)

·  전용 자료교환시스템 구축 → 

 USB사용 최소화

·   보안워크숍, 사외 보안교육 

 참여 등 교육기회 확대

·  대내외 보안점검 결과 등 사례 

 위주 보안교육 시행

정책 인프라 교육

64

SOCIAL SWITCHOVERVIEW
SUSTAINABLE SWITCH
SOCIAL SWITCH
MANAGEMENT SWITCH



Management 
Switch 

environment

eco

지배구조

통합 위험관리체계

ESG 데이터

GRI Standards Index

제3자 검증 의견서

온실가스 명세서

글로벌 이니셔티브

협회가입현황 및 수상내역

66

68

70

80

82

84

85

88

65



지배구조

비상임이사 결격요건

1. 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자

3.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 

 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2017년도
이사회 개최 현황

15회

이사회 참여율

96%

투명한 이사회 구성과 운영

한국남동발전은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하여 이사회의 투명성,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장과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4명의 상임이사와 선임비상임이사를 비롯한 비상

임이사 5명 등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이사회 규정 제3조에 따

라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회사경영에 관한 경영의사결정 권한은 이사회에 위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이사인 사장은 이사회 결정사항을 제외

한 일반적인 회사업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공공

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 됩니다.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되며 의장 또는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됩니다. 이사회 

개최 시 부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안건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 합

니다. 

이사회 현황( 2018.06.30)

구분 성명 전문분야 주요경력 임기 겸직현황

상임

이사

사장 유향열 경영, 발전 한국전력공사 해외부사장 ‘18.02.13~’21.02.12

-

상임감사위원 최상화 경영, 행정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 ’16.07.18~’18.07.17

기획관리본부장 이용재 발전 한국남동발전 기획처장 ‘18.06.01~’20.05.31

기술본부장 김학현 발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장 ‘16.05.09~’18.05.08

비상임

이사
이사회 의장

김종성 경영, 경제 하남경제발전연구원 부원장 ’15.03.06~’18.03.27 -

최치규 기술 제주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16.07.08~’18.07.07
제주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

박인철 경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 ‘17.02.08~’19.02.07 -

마호섭 지역개발 한국산림공학회 회장 ‘17.02.08~’19.02.07 경상대학교 임학과 교수

이종은 지역개발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18.04.09~’20.04.08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소장

이사회의 선임

한국남동발전은 이사회의 선임에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하여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

원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특히 성별, 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하여 운영해야 할 것을 임

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 4조 구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와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국적, 성별, 종교 또는 출신 지역 등을 차별없이 고려하고 있으며, 임원후

보자 모집 방법의 경우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심사

기준 및 독립성에 대한 요건은 사업보고서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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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2.23배

(대표이사 보수 / 임직원 평균 보수) 

대표이사 보수

174,094천원

임직원 평균 보수

77,961천원

이사회 내 소위원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는 총 5개로 감사위원회, 연료수급위원회, 신규사업위원회, 환경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 및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

며, 연료수급위원회는 연료 조달 전략수립 등에 관해 심의 자문을, 신규사업위원회는 국내외 신규사업에 대한 리스크 분

석 및 자문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환경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되

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이행하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추진 등에 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합니다. 

소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역할
구성

의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회 회사업무 및 회계관련 감사 김종성 최상화 마호섭

연료수급위원회 연료수급관련 개선사항 자문 박인철 이용재 -

신규사업위원회 국내외 신규사업 리스크 분석 최치규 김학현 -

환경위원회 정부 환경정책 대응 관련 자문 이종은 김학현 -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과제 추진 점검 김종성 김학현 -

공정한 이사회 평가와 보상

한국남동발전은 임원들이 내부적으로 공정하고 외부적으로 경쟁력 있는 보상수단에 의해 효율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

록 성과평가 체계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회 멤버의 경우 임기 만료 이전 직무수행 자가 평가

를 이행하여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에는 이사회 참여도, 기여도 및 주요 발언 내용 등이 반영됩

니다. 임원의 보수는 기본급, 경영평가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임원의 연봉은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된 임원보수

한도와 임원연봉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지만 비상임이사의 경우 월정액 수당으로 지불됩니다. 임원의 보수 내역 및 비상

임이사의 보수 내역은 사업보고서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사ㆍ감사 보수현황 (2017.12.31) 
 단위: 천원

구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467,603 155,867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3 90,000 30,000

감사위원회 위원 2 60,000 30,000

감사 1 167,398 167,398

1.  전력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2. 조직관리 및 기업경영 능력

3. 개혁 지향적 의지와 추진력

4. 최고경영자로서의 전략과 비전

5.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기업윤리 의식

사장 후보자 심사기준

1.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

2.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

3.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지

4.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능력

5. 건전한 기업윤리의식 및 책임의식

비상임이사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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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위험관리체계

1,985억 원

연료비 절감액 (시황대비)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 위험관리체계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한 환경규제의 강화에 따라 노후발전소 폐지가 추진되고, 조정계수 변경으로 전력판매단가가 하락

하는 등 한국남동발전을 둘러싼 사업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달비용 

증가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사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금리를 비롯한 주요 재무위험과 연료 조달, 설비운영, 환경 등의 비재무위험 요인을 정의하고, 각 리스크별 환위험

관리위원회, 투자사업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심의회)와 같은 전담 관리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위험

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철저한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위험지표 (KRI)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

SMART Fuel Center 고도화

한국남동발전은 빅데이터·딥러닝 기반의 연료조달시스템인 ‘SMART Fuel Center’를 개선하여 세계 최저 조달단가를 달

성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가격예측을 정교화하여 신속한 구매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시황하락기, 현물·선물가격 

변동성을 반영하여 최적시기에 연료를 구매합니다. 또한 수송운임 시황예측 기반의 최적 선박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여 수

송비 및 체선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SMART Fuel Center2)

전사적
위험관리
시스템

· 주요 KRI 민감도 분석 및 지속적 모니터링

· KRI 정상궤도 이탈시, 컨틴전시 플랜 가동

· VaR(Value at Risk)를 활용한 환위험 측정

· 환율변동 및 전망에 따른 대응전략 구사

· 주요 재무(부채비율, 영업이익 등) 및 영업  

   (발전량, 이용률 등) 정보 실시간 관리

· 이상징후 발생시, 대응방안 도출 

· 연료가격 영향 이벤트 및 Data 집계·분석

· 유연탄 가격정보 및 방향성 모니터링

조기경보시스템

환위험 관리

경영자정보시스템

SMART Fuel Center

재무위험 비재무위험

시장 위험

(환율, 유연탄 가격)

영업 위험

(정산조정계수, 이용률)

유동성 위험

(금리, 신용등급, 시재)

투자 위험

(신사업 리스크)

연료조달 Control Tower

수급계약  

구매계약

배선선적

운송

하역

체선관리

저탄상탄

연소

수송 선박

전략적 배선

효율적 선박

입항, 하역

연료구매 경제성 확보

최적 하역,

상탄재고관리

최적 구매시기 예측 구매 경제성 극대화 수급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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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이용률 대비 최고 신뢰도 달성

한국남동발전은 장·단기 고장분석을 통해 발전기 생애주기별 정비포트폴리오를 정립하여, 고장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

습니다. 생애주기별 설비관리를 통해 신규설비(영흥) 및 취약설비 보일러튜브로 인한 고장을 근절하였으며, 설비 외적요

인으로 인한 신규 고장유형에 적극 대응하고 중대고장을 예방합니다. 유사고장 방지를 위한 설비보호장치 개발 및 시스

템 개선으로 주요기기를 보호하고 운영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7년에는 창사이래 고장정

지율 최고 실적인 0.021%를 달성하였습니다.

발전기 생애주기별 고장예방활동

고장예방 관련 성과

(사후정비)

설계오류 개선

(예측정비)

잠재고장요인 제거

초기 고장기 우발 고장기 마모 고장기 노후 고장기

(예방정비)

정비품질 향상

중장기 잠재위험 관리

산업구조의 변화 등 한국남동발전을 둘러싼 경영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 요소를 분석하고 잠재 리스크

를 인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및 석탄화력발전 축소 정책, 에너지 신사업 확산

전략 등을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정책기조가 변화하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UN 지속가능발전 목

표 이행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발전에 편중된 전원 포트 폴리오에 따라 성

장둔화 및 수익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5% 목표 달성 노력 

·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핵심기술 확보 노력

· 신사업 모델 개발 및 발전 연계사업 다각화 

한반도는 지진 발생의 위험이 비교적 낮은 지역이었으나,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강도 높은 지진으로 발전소의 안전성이 주목 받

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안전 측면에 대한 기업의 관리 범

위가 1차 협력회사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회사를 포함한 전 공

급망 범위로 확대되고 있어 폭넓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지진대책 강화 및 최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 증대
정부정책의 석탄화력발전 폐지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리스크 영향 분석

잠재 리스크

리스크 대응

2017

0.021

20162015

[단위: %]

2014

0.041

0.175
0.148

고장정지율

2017

1.1

20162015

[단위: 시간/대]

2014

3.8

9.9
12.6

고장정지시간

2017

0.040

20162015

[단위: %]

2014

0.172

0.2590.512

비계획손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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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결재무성과

한국남동발전은 정산조정계수 하락에 따른 수익성 하락, 개별소비세 인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환경규제 강화 및 

RPS 의무 이행량 할당이라는 불리한 경영환경에서도 화력발전사 2위의 당기순이익 시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채비율은 부채감축계획에 의거한 지속적인 재무구조개선 노력으로 2016년 대비 0.8%p 감소한 99.9%이며, 연결기

준 매출액은 재료비 단가 상승에 따른 판매단가의 상승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한 53,99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

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2,707억 원과 1,757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결기준  |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2017

유동자산 1,288,755 1,541,010 1,692,185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711,901 967,008 1,164,660

재고자산 195,642 242,674 248,481

기타 381,212 331,328 279,044

비유동자산 8,099,103 8,336,442 8,339,195

유형자산 7,771,138 7,774,582 7,752,59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지분 209,944 243,450 269,861

기타 118,021 318,410 316,740

자산총계 9,387,858 9,877,452 10,031,380

유동부채 1,102,417 1,529,615 1,745,451

비유동부채 3,829,061 3,425,524 3,268,996

부채총계 4,931,478 4,955,139 5,014,447

납입자본 1,073,607 1,154,104 1,154,104

이익잉여금 3,205,260 3,543,568 3,613,680

신종자본증권 398,910 398,910 398,910

기타자본구성요소 -232,229 -191,286 -166,964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자본계 4,445,548 4,905,296 4,999,730

비지배지분 10,832 17,017 17,203

자본총계 4,456,380 4,922,313 5,016,933

매출액 4,971,415 5,101,915 5,399,328

영업이익 933,288 834,056 270,650

연결당기순이익 583,272 479,990 175,696

ㆍ지배회사 소유주지분 586,085 480,336 175,474

ㆍ비지배지분 -2,813 -346 222

기본주당순이익(원) 9,870 8,043 2,723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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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 분배

한국남동발전은 주주배당, 지역사회 기부금, 납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 협력회사, 주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에게 경제적 가치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임직원 인건비

억 원

2,011 2,146 2,365

협력회사

사용된 원재료 29,201 28,467 36,623

구입전력비 285 272 260

주주 배당금 709 1,376 1,199

채권자 이자 1,249 1,233 1,179

지역사회 기부금 13 20 76

정부 지자체 세금 2,229 1,857 809

합계 35,697 35,371 42,511

전력거래 성과

전력거래 경쟁우위 확보와 설비이용률 향상 노력의 결과로 2017년에 70,632GWh의 전기를 생산, 66,709GWh를 

판매하여 5조 1,804억 원의 전력판매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 전기생산량과 판매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528,839GWh의 13.4%, 전체판매량 520,751GWh의 12.8%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전력시장에서 한국

남동발전의 시장점유율은 설비용량 기준 8.8%, 전력거래량 기준 12.8%, 거래금액기준 1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 성과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전력판매량 GWh 67,118 67,264 66,729

전력판매수익

억 원

47,387 48,148 51,032

기반기금수익 16 25 2

열판매수익 712 687 823

발전실적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설비용량 MW 9,979 10,331 10,344

발전량 GWh 70,991 71,759 70,632

이용률

%

81.21 80.28 78.06

열효율 38.20 38.49 38.68

소내전력률 5.22 5.34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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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연료조달 및 설비 운영

한국남동발전의 2017년 설비용량은 10,344MW로 우리나라 전체 설비용량의 8.8%를 차지하며, 설비이용률은 

77.98%로 전년 대비 2.3%p 하락했습니다. 발전용 연료의 효율적 구매와 설비운영 비용의 합리적 관리로 kWh당 

80.92원의 발전원가를 시현, 회사설립 이래 17년 연속 국내 발전회사 최저 수준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값싸고 질 좋은 전

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비별 취약점 보강, 예측진단기술 고도화로 고장정지율 발전사 2위 등 국

내 최고 수준의 발전설비 신뢰도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연료조달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유연탄

억 원

23,761 23,332 31,960

무연탄 468 368 173

LNG 2,833 2,567 2,831

등유 141 207 210

우드펠릿 897 841 999

유기성 고형연료 10 7 17

합계 28,110 27,322 36,190

안정적 설비 운영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비계획손실률

%

0.259 0.172 0.04

고장정지율 0.175 0.041 0.021

피크기간 고장정지율 0.128 0.023 0.046

고장정지시간 고장시간/대 9.9 3.8 1.1

조직 및 공급망에 대한  추가정보

관세청은 2018년 8월 10일 북한산무연탄 수입 사태와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에서 한국남동발전(주)의 과실이 없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주)은 무연탄 수입시 국제공개경쟁입찰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낙찰자를 선정

하고 있으며, 통관 및 물품인수과정에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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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대기오염물질 관리

탈황, 탈질 및 전기집진 설비 등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환경설비를 도입하여 화석연료로부터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삼천포

NOx 

ppm

115 104 105 75

SOx 48 47 56 49

먼지 mg/Sm3 5 7 6 6

영흥

NOx 

ppm

19 16 16 16

SOx 19 16 16 15

먼지 mg/Sm3 3 3 2 2

영동

NOx 

ppm

205 212 241  246 / 64 / 141) 

SOx 18 18 17 14

먼지 mg/Sm3 7 7 10 5

여수

NOx 

ppm

35 25 30 27

SOx 22 8 12 11

먼지 mg/Sm3 3 2 2 3

분당

NOx 

ppm

43 42 44 36

SOx - - - - 

먼지 mg/Sm3 - - - - 

1) 영동 NOx(표준산소농도,%) : 상반기 #1,2호기(6) / 하반기 #1호기 평균(6) / 하반기 #2호기 평균(15) 

   - Nox 배출허용기준(상반기/하반기) : #1호기(320(6) / 90(6), #2호기(320(6) / 25(15))

용수 및 폐수관리

용수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물절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발전 및 탈황공정에서 발생

하는 폐수를 종합폐수처리설비와 탈황폐수처리설비에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수 취수량 및 재사용 용수량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총 상수 사용량

M3

3.9 5.9 5.9  5.8 

표층수 사용량 5.6 5.1 5.4  5.3 

담수 사용량 0.7 0.7 0.6  0.4 

방류 용수량* 0.3 0.3 0.4  0.3 

총 순 담수 사용량 9.9 11.4 11.5  11.2 

2) 표층수, 담수 사용량 중 원수와 동일·비슷한 품질로 다시 취수원으로 방류되는 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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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발생량, 방류량, 재활용률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삼천포

폐수 발생량 
천 톤

528 606 782

폐수 방류량 - - - 

폐수 재활용률 % 100 100 100

영흥

폐수 발생량 
천 톤

1,088 1,054 1,174

폐수 방류량 - -  - 

폐수 재활용률 % 100 100 100

영동

폐수 발생량 
천 톤

12 17 10

폐수 방류량 - - - 

폐수 재활용률 % 100 100 100

여수

폐수 발생량 
천 톤

163 273 195

폐수 방류량 161 260 185

폐수 재활용률 % 1 5 5

분당

폐수 발생량 
천 톤

145 147 133

폐수 방류량 138 139  1581)

폐수 재활용률 % 4.83 5.44 -18.80

합계

폐수 발생량 
천 톤

1,936 2,097 2,294

폐수 방류량 299 399 343

폐수 재활용률 % 84.56 80.97 85.05

1) (분당) TMS 설비개선기간 24시간/일 방류 가정으로 인한 방류량 과다산정(한국환경공단, 8~9월)  - 평시 평균 방류량 : 50톤/시간, 400톤/일 

폐수 수질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분당
COD

mg/ℓ

5.1 4.8 3.8

SS 0.5 0.7 0.5

여수
COD 6.8 9.8 7.4

SS 2.1 2.1 1.1

화학물질 관리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용수 생산과 보일러수의 수처리 및 탈질설비, 폐수처리설비 운영에 필요한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있

으며, 해당 화학약품은 물질안전보건규정 및 유해화학 물질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위해 LDA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멤브레인 이용기술 및 산소처리법 등 고도화된 수

처리기술을 활용하여 약품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저감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염산 등 유독물
톤

18,778.70 20,301.10 20,852.90

응집제 등 유독물 외 6,292.80 4,623.00 6,8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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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및 발전부산물 관리

한국남동발전은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발전부산물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 폐기물 종합

관리시스템(올바로)을 통해 폐기물의 운반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사업장 폐기물 감량 활동사항과 감량계획 수립 및 실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일반 폐기물

톤

12,477 12,719 13,045 16,024

건설 폐기물 22,119 18,207 31,713 25,798

지정 폐기물 851 701 1,166 961

음식물류 폐기물 13 15 6 3

총 폐기물 재활용량 11,918 22,885 36,468 26,317

실 폐기물 발생량 23,542 8,757 9,462 16,469

총 폐기물 재활용률 % 33.6 72.30 79.40 61.50

석탄회 및 탈황석고 발생량 및 재활용량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석탄회

발생량
만 톤

222.8 253.1 284.8 266.7

재활용량 171.7 207.2 238.8 290.4

재활용률 % 77 82 84 109

탈황석고

발생량
만 톤

54.2 66.5 70.4 66.4

재활용량 53.2 66.1 68.1 63.7

재활용률 % 98 99 97 96

합계

발생량
만 톤

277 319.6 355.2 333.1

재활용량 224.9 273.3 306.9 354.1

재활용률 % 81 86 86 106

사후환경평가 및 사후 환경조사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설비 건설기간뿐만 아니라 준공 후에도 일정기간 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환경 및 생태계 영

향 분석을 위해 사후환경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환경의 변화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추가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신속히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

후환경평가 결과는 관계기관에 보고하고 정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적극적인 사

후 환경관리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보 정보공개 및 모니터링 

한국남동발전은 각 사업장의 굴뚝에서 측정되는 배기가스의 NOx, SOx, 먼지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하여 각 지자체

와 한국환경공단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자체관리기준을 초과하면 중앙제어실 및 대기

관리자에게 경보를 발령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천포발전본부와 영흥발전본부는 주변 해역

의 해양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수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

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영향 최소화 방안과 환경분쟁 발생 시 과학적 규명에 활용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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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

한국남동발전은 탄소경영체제 고도화 및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 에너지 사용량 절

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저탄소·고효율연료 사용확

대, 국내외 감축사업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글로벌탄소경영 인증 및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탄소기업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저탄소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발전용 비재생연료 구입

및 사용

MWh

3,654,000 3,875,000 3,994,000 3,923,000

비재생전력 구입  60,895  174,398  49,357  120,177 

스팀, 냉난방 등 그 외 

용도의 비재생연료 구입
 592  875  1,185  1,233 

총 재생에너지 구입 

및 생산
154,000  184,000  190,000  791,000 

총 비재생에너지 판매  63,769,000  66,932,000  67,575,000  65,918,000 

총 비재생에너지 소비 -60,053,513 -62,881,727 -63,530,458 -61,873,590

총 에너지 소비 비용 원 -4,175,140,440,551 -4,615,450,703,465 -4,750,208,988,235 -5,029,738,667,601

온실가스 배출량1)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본사
Scope1

tCO2eq

 0  0.1  0.1  0.1 

Scope2  1  1.5  1.6  1.8 

삼천포
Scope1  22,341  21,656  21,654  20,156 

Scope2  9  11  8  17 

영흥
Scope1  28,616  32,300  31,559  31,956 

Scope2  27  13  20  12 

영동
Scope1  2,127  2,135  1,881  841 

Scope2  33  37  35  25 

여수
Scope1  2,126  1,660  3,482  3,998 

Scope2  2  6  12  6 

분당
Scope1  1,262  935  1,072  1,119 

Scope2  7  9  9  10 

합계
Scope1  56,472  58,687  59,648  58,070 

Scope2 80  77  85  71 

  
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함

SF6 배출량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SF6 배출량 톤 0.017 0.017 0.02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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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직원 현황

고졸자, 지역인재, 여성, 장애·유공자 등에 대한 열린고용 및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목표를 수립하고 다

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선발 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제도를 활용하여 역량중

심의 채용시스템 확산을 선도하고 있으며, 블라인드 채용제도을 통해 선발과정에서 학력, 성별 등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

하고 능력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 경진대회」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확대를 위해서 채용목표제를 시행

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졸·고졸 위주의 채용정책으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전문대졸자를 위

한 기회를 확대하고 인턴제도를 개선해 사회 각층에 고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총 인원

명

2,199 2,268 2,398

고용 형태별

정규직 2,192 2,261 2,377

무기 계약직 6 6 20

비정규직 1 1 1

성별

남성 1,976 2,045 2,151

여성 223 223 247

연령별

20대 369 378 415

30대 819 822 809

40대 614 589 633

50대 이상 397 479 541

임직원 다양성1) (2017년)

구분 단위 인원 임직원 비율

관리직 여성

명 / %

35 4.8%2)

장애인 78

10.5%

국가보훈자 181

1) 휴직자를 포함하여 2017년 2,466명을 기준으로 임직원 비율을 계산함

2) 관리직 전체 722명 : 3직급이상(임원포함) + 3직급 승진예정자 + 계약직갑류-3직급 + 3직급 승진예정자

노동조합 가입 현황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 수

명 

1,624 1,681 1,698

노동조합 가입 인원 1,620 1,677 1,696

노동조합 가입 비율 % 99.80 99.80 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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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친화 업무환경 조성

핵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임직원 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있습니

다. 특히 우수여성인력을 확보하고 일·가정 양립의 기업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육아·출산휴가제도를 장려함으로써 출산 

후 복귀율 및 복귀 후 근속률 모두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이직 및 근속연수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이직자 수 명 11 33 15

이직률 % 0.50 1.46 0.63

근속연수 년 13.56 13.98 14.1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출산휴가

사용자 수

남성
명 

101 101 78

여성 30 26 20

출산 후 복귀율 % 100 100 100

육아휴직

사용자 수

남성
명 

1 6 7

여성 47 61 66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율 % 100 100 100

복귀 후 12개월 이내 퇴사율 % 0 0 0

임직원 만족도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임직원 만족도 점 8.7 8.9 9.0 9.0

데이터 범위 (임직원) % 75 59.3 71 70

임직원 안전보건

근로손실재해율(LTIFR) - 임직원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임직원 LTIFR 수/백만 근무시간 0.21 0.58 0.16 0.16

데이터 범위 (임직원) % 100 100 100 100

* 영동발전본부

근로손실재해율(LTIFR) - 계약회사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계약회사 LTIFR 수/백만 근무시간 1.37 4.79 1.21 1.63

데이터 범위 (발주공사 근로자) %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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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한국남동발전의 핵심역량과 연계한 에너지 나눔 프로그램인 Sunny Project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에

너지 나눔 희망 파트너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예산집행 현황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합계 백만 원 11,991 10,748 12,605

사회공헌 유형별 지출1) (2017년)

구분 단위 자선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상업적 이니셔티브

총 지출 대비 비율 % 4.6 63.9 31.5

1) 자선적 기부: 현금, 현물 기부 내역 및 임직원 자원봉사 시간비용 합계

 지역사회 투자: 지역사회 파트너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한 복지시설 기부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상업적 이니셔티브: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후원 및 체육대회 등 지원을 통한 홍보 

사회공헌 유형별 가치 (2017년)

구분 단위 현금 기부 봉사활동 시간2) 현물 기부 사업비

지출 유형별 가치 원 7,076,658,329 1,472,328,000 493,906,585 139,171,380

2) 2017년 전체 임직원 봉사시간합계 58,080시간, 2017년 12월 기준 평균시급 25,350원

지원자원시설세

한국남동발전은 지역지원사업 이외에 화력발전의 전력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각종 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위해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원시설세 납부현황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삼천포

백만 원

7,543 7,425 6,851

영흥 11,840 11,583 11,820

영동 714 631 401

여수 576 1,139 1,344

분당 569 595 698

합계 21,242 21,373 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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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Standards Index

Topic
Disclosure

페이지
No. Title

GRI 102 : Organizational Profile

102-1 조직 명칭 8~9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8~9, 12~13

102-3 본사의 위치 About this report

102-4 사업 지역 8~9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사업보고서 4

102-6 시장 영역 8~9

102-7 조직의 규모 8~9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77, 알리오(중대한 변화 없음)

102-9 조직의 공급망 10~11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72(중대한 변화 없음)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68~69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85~87

102-13 협회 멤버쉽 88

EU1 전원별 설비용량 71

EU2 전원별 발전량 71

EU11 전원별 발전 효율 71(M)

GRI 102 : Strategy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6~7

GRI 102 : Ethics and integrity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16~17

GRI 102 : Governance 102-18 지배구조 66~67

GRI 102 : Stakeholder 
Engagement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56

102-41 단체협약 77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54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56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56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entities(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70, 사업보고서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18~19

102-47 material topics 리스트 19

102-48 이전 보고서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 및 그러한 재작성의 이유 해당 없음

102-49 주요 주제 목록 및 주제 경계에서 이전 보고 기간에 비해 상당한 변화 중대한 변화 없음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About this report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102-54 GRI Standards에 따른 보고 방식 About this report

102-55 GRI 인덱스 80~81

102-56 외부 검증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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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Disclosure

페이지
No. Title

GRI 103: Management Approach

103-1 중대성 토픽과 그 경계에 대한 설명

22~23, 30~31, 40~41, 
48~49, 58~59

103-2 경영방침 및 구성

103-3 조직이 경영방침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

GRI 201 : Economic Performance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71

201-2 기후변화로 인해 조직운영에 실질적 변화를 주는 수입 및 지출의 위기와 기회 보고 23~24, 31~32(M)

GRI 203 :Indirect Economic Impacts
203-1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49~50(M)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47

GRI : 302 Energy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76

GRI : 303 Water
303-1 공급원별 취수량 73

303-3 용수 재활용 및 재사용 74

GRI : 304 Biodiversity 304-2 활동, 제품, 서비스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34

GRI : 305 Emissions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76(M)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76

305-5 온실가스 배출 감축 76

GRI : 306 Effluents and Waste
306-1 수질 및 목적지에 따른 폐수 배출 74

306-2 유형과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 75

GRI 401 :  Employment
401-2 비정규 직원 혹은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직원 대상의 보상 44~45

401-3 육아휴직 78

GRI 403 :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2 부상 유형, 부상 발생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휴직일수 비율, 결근률, 업무 관련 사망자 수 78(M)

GRI 404: Training and Education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1~42(M)

GRI 405: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 다양성 77

GRI 412 : Human Rights Assessment 412-1 인권 영향평가 혹은 인권 검토 대상 사업장 54~55

참고. (M): Matarial Issue, 중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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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검증 의견서

서문

DNV GL 그룹의 일원인 주식회사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이하, “DNV GL”)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이하, “한국남동발전”)의 ‘2018 지속가

능경영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해 독립적인 제 3 자 검증을 수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검증은 DNV GL 에 제공된 데이터 및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며 

사실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검증 범위

DNV GL 의 검증 업무는 2017 년도 비재무 데이터 및 지속가능경영 관련 데이터에 한정되며, 검증 활동은 아래 내용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  AA1000 AccountAbility Principles Standard(APS) 2008 에서 제시하고 있는 AccountAbility 원칙에 대한 평가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요 주제(Topic)의 결정 프로세스, 경영 접근 프로세스,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산출, 취합, 관리 프로세스

검증 방법

검증 활동은 국제적 검증 규격을 반영한 DNV GL 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검증 프로토콜인 VeriSustainTM 1 와 AA1000AS(2008)에 따라 Type1 방법 및 중간

(Moderate) 수준의 보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특정 성과정보에 대해서는 Type 2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검증은 2018 년 8 월부터 9 월까지 실시되

었으며, 한국남동발전의 본사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검증 활동은 샘플링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실시되었습니다.

·  보고서 내 문구 및 주장에 대한 확인,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정보의 흐름과 통제의 견고성을 평가

·  주요 부서의 담당자들과 면담

·  문서 검토, 데이터 샘플링,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데이터 베이스, 전산 시스템 등의 테스트

·  중대성 평가 결과 검토

제한사항

보고서에 명시된 한국남동발전의 중요한 통제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회사, 관련 회사, 공급업체, 협력사의 성과 및 보고 관행 등은 본 검증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DNV GL 은 검증 활동 중 외부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의 재무제표 및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

fss.or.kr)에 공시된 자료, 그리고 한국남동발전의 홈페이지(http://www.koenergy.kr)에 게시된 자료는 검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검증은 한국

남동발전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질의, 분석 그리고 제한된 형태의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의 근거  확인이 실시 되었습니다. 검증팀은 경제 

성과 작성을 위한 데이터 취합 및 산정 프로세스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및 사회 데이터의 경우, 취합 데이터를 확인하는 형태로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검증 성명서는 계약에 따라 한국남동발전의 경영진을 위해 발행된 것이며, DNV GL 은 본 성명서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한 개인 또는 조직에 배상 책임 또

는 공동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한국남동발전은 보고서 내용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본 업무를 수행하면서 DNV GL 의 책임 내용은 계약 내용 및 합의

된 업무 범위에 한정합니다.

결론

검증활동을 수행한 결과, DNV GL 은 중대성 측면에서 한국남동발전의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 및 데이터가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사항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GRI Standards 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 부합 방법(‘Inaccordance’–Core)을 적용한 보고서 작성 기준을 벗어났다는 점을 발견하

지 못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AA1000APS(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성 근본원칙 (Foundation Principle of Inclusivity)

한국남동발전은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보고서

에 제시였습니다. 특히, 한국남동발전은 가치사슬에 따라 가치 생산(직원, 노동조합), 가치 소비(전기사용 고객, 일반국민), 가치 영향(지역사회, 협력회사, 정

부ㆍ국회, 언론ㆍ환경단체) 주체를 내ㆍ외부 이해관계자로 규정하였으며, 이해관계자 그룹별 소통채널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보고서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남동발전은 인권경영 선언문 및 실행지침 제정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 관련 잠

재리스크를 식별하고 이해관계자자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  참고. (M): Matarial Issue, 중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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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 원칙 (Principle of Materiality)

한국남동발전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표준에서 제시하고있는 주제에 대한 분석, 글로벌 에너지기

업 보고서 벤치마킹, 내부자료 검토, 국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기사 검색 및 분석, 그리고,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22 개의 이슈 풀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한국남동발전에 미치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영향과 이해관계자 영향을 분석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총 10 개의 핵심 이

슈를 선정하였으며, 핵심 이슈를 Vision 2030 과 연계하여 최종 5 개의 중요 주제(Material Topics)로 구분하여 보고하였습니다. 검증팀은 이해관계자의 평가

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 주제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제외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기술된 절차에 따라 중요 주제가 선정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대응성 원칙 (Principle of Responsiveness)

한국남동발전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보고 이슈들에 대한 경영접근방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해당 이슈들에 대한 트렌드

와 위험 및 기회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슈들에 대한 한국남동발전의 접근 전략, 중장기 목표 및 로드맵,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는 각 중요 주제들에 대한 ‘Social Value Creation’ 을 통해 중요 주제의 목표 달성 노력 및 관련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고서 품질과 관련된 

원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성과 정보와 관련된 발견사항

DNV GL 은 상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한국남동발전의 AA1000APS(2008)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한 것에 더해, 데이터 부분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Type 2 검증). 데이터의 검증을 위해 해당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집 및 가공 프로

세스, 근거 문서 및 기록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대기오염물질 관리, 석탄회 및 탈황석고 재활용 실적, SF6 배출량에 대해서는 샘

플링 확인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및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는 정부에 제출한 명세서 및 검증 보고서를 비

교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의 개별 데이터 담당자는 상기에서 확인된 데이터의 출처 및 가공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 재추적이 가능한 것

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검증팀은 금번 검증 활동을 통해 한국남동발전의 특정 데이터의 생성 프로세스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공시된 상기데이터에서 

의도적인 오류나 잘못된 기술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적격성 및 독립성

DNV GL 은 ISO/IEC 17021:2011(경영시스템의 심사 및 인증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 관리를 위한 자체 관리 표준 및 컴플라이언스 방

침을 적용하고, 윤리적 요구사항, 전문 표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방침과 절차를 포함한 포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검증 기간 중 DNV GL 의 윤리행동강령 2 을 준수하였고,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검증 활동은 지속가능

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 검증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DNV GL 은 본 성명서를 제외하고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DNV GL 은 한

국남동발전의 2017 탄소경영보고서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2018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업무에 독립성이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판단

합니다.

2  DNV GL 홈페이지 (www.dnvgl.com)에서 확인 가능

2018 년 9 월 28 일

대한민국, 서울

대표권한대행

㈜디엔브이지엘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이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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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명세서

제 GHGV-2018-08141 호

한국남동발전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32(충무공동)

검증 범위

본 검증은 한국남동발전에서 작성한 2017년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기준 및 지침

본 검증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 2016-255호]에 따라 수행하였습니다.

합리적 보증

본 검증은 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검증원칙을 준수하여 합리적 보증수준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검증 결론

귀사에서 제출한 2017년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는 중대한 오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요성 평가결과 기준을 만족하여 “적정”의견을 제시합니다.

· 에너지 사용량: 652,401 TJ

· 온실가스 배출량: 58,140,662 CO2eq. ton

 - 직접배출(scope 1): 58,069,879 CO2eq. ton

 - 간접배출(scope 2): 70,786 CO2eq. ton

2018. 08. 14.

대일이엔씨기술(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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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26000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발표한 사회적 책임의 표준화된 국제종합지침으로 조직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

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대 핵심 주제에 대한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ISO26000을 준수하고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ISO26000 Index 핵심 주제 주요 이슈 보고 페이지

6.2 6.2.3 조직 지배구조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구조 66~67

6.3

6.3.3

인권

실사

54~57

6.3.4 인권 리스크 상황

6.3.5 연루/공모회피

6.3.6 고충 처리

6.3.7 차별 및 취약집단

6.3.8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6.3.9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6.3.10 근로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6.4

6.4.3

노동관행

고용과 고용관계

40~45

77~78

6.4.4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6.4.5 사회적 대화

6.4.6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6.4.7 근로에서의 인적 개발과 훈련

6.5

6.5.3

환경

오염 방지

30~34

73~76

6.5.4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6.5.5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6.5.6 자연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6.6

6.6.3

공정운영관행

반부패

52~53

6.6.4 책임있는 정치 참여

6.6.5 공정 경쟁

6.6.6 Value Chain 상 사회적 책임 촉진

6.6.7 재산권 존중

6.7

6.7.3

소비자이슈

공정마케팅, 편파적이지 않은 정보와 계약 관행

58~64

6.7.4 소비자 보건 및 안전 보호

6.7.5 지속가능소비

6.7.6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불만과 분쟁 해결

6.7.7 소비자 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6.7.8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

6.7.9 교육과 인식

6.8

6.8.3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지역사회 참여

46~51

6.8.4 교육과 문화

6.8.5 고용 창출과 기능 개발

6.8.6 기술개발과 접근성

6.8.7 부와 소득 창출

6.8.8 보건

6.8.9 사회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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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C 유엔 글로벌콤팩트 (UN Global Compact) 지지

유엔 글로벌콤팩트는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를 아우르는 10대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세계 인권 선언, 노동에서의 권

리와 기본 원칙에 관한 ILO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및 국제연합 부패방지협약을 기초로 합니다. 한국남동발

전은 2006년부터 UNGC 10대 원칙을 지지해왔으며, 매년 원칙에 대한 이행보고서(COP, Communication on Prog-

ress)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UNGC 10대 원칙 이행 현황

한국남동발전은 유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행 노력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

영 내용을 알리고, 글로벌 수준의 우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원칙 보고 페이지

인권 

Human Rights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54~57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55

환경 

Environment

원칙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30~34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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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SDGs UN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지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요한 발전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의제로 2015년 9월 채택되었으며,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ustainabledevelopment.un.org)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목표 주요 활동 보고페이지

Goal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Goal 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Goal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Goal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Goal 10

국가 간, 국가 내의 

불평등 감소

Goal 13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방지와 긴급조치

·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및 다양한 활동 전개

· 공유가치형 KOEN CSV 사업

·  신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

· 열린고용 및 사회형평채용 확대

·  해외사업 지역의 인프라 지원을 통한 

   사업기반 강화 

·  Sunny Project 등 핵심역량과 

   연계한 에너지 나눔 프로그램 시행

· 신재생에너지 개발

· 기후변화 대응체제 수립

· 저탄소 기업문화 구축 

42p

28~31p

26~27p

46~47p

50p

50p

30~34p

한국남동발전 SDGs 대응 현황

한국남동발전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유엔이 제시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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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가입현황 및 수상내역

협회가입현황

단체명 가입목적 및 근거

대한전기협회 전력산업, 전기공업, 안전 등 전기 전반에 관한 기술의 진보 발전을 도모

대한기계학회 기계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

대한전기학회 전기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

스마트그리드협회 국가 정책사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

AESIEAP 발전5사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여 전력회사 및 전문가 간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

한국이산회탄소 포집 및 저장 협회 CCS 상용화 및 수출 산업화를 위한 산업체 중심 조직 구축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학계 등과 공동연구 및 국내외 자발적 연대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

국회기후변화 포럼 기후변화 정책·입법 제안을 위한 이해당사자의 논의와 참여

한국 프로젝트 경영협회 PMP 자격취득으로 건설전문가 육성 및 경제적 발전소 건설에 기여

(사)한국빅데이터학회 빅데이터 기술 및 정보 교류

윤경SM포럼 효과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위해 타 기업사례를 공유하고자 가입

윤경CEO클럽 CEO 및 임원진 차원에서 타 회사와의 협력을 위하여 가입

한국인사관리자협회 인사업무 관련 현안사항 공유

한국감사협회 감사인의 전문성 향상과 최신 감사이슈 습득 목적

대한전기협회 전력산업정책과 기술기준 정보 습득 및 실행기반 강화

매경안전환경연구원 안전, 환경분야 정부정책 이행 및 대응기반 강화

대한용접접합합회 용접작업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수상내역

수상명 주관기관

2017 환경친화경영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윤리경영 대상 공기업부문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2017 한국산업대상 기술혁신 산업대상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2017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국회기후변화포럼

2017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국회의장상(특별상)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언론인협회

정부혁신 유공 대통령 표창 행정자치부

2017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대상 매경미디어그룹

2017 글로벌 산업혁신 컨퍼런스 한국TPM 대상 한국표준협회

2017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표창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2017 대한민국 경영대상 사회공헌 지역사회발전부문 대상 동아일보

2017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대상 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017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 한국메세나대회 창의상 한국 매세나협회, 매일경제

2017 세종대왕 나눔봉사 대상 한국국제연합봉사단

2017 대한민국 안전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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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산림에서 개발 관리된 생산 목재를 사용한 제품에만 부착되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인증을 받은 용지를 사용하여,  
FSCⓇChain of Custody 인증(인증번호 : SGSHK-COC-005559) 업체에서 인쇄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