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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통합

1982.1.1
한국전력공사

개편

6개 발전사 분리
(전력산업구조개편 )

1. 전력자원의 개발
2.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3. 상기 1,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상기 1호부터 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해외사업
5. 상기 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상기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1915.9
경성전기㈜

1943.8
조선전업㈜

1946.5
남선전기㈜

1961.7
한국전력㈜

1982.1
한국전력공사

2001. 4. 2.



구분 임 원 1(갑)직급 1(을)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이하 합 계

정원 4 19 26 140 515 1,843 2,547

현원 3 15 26 140 495 1811 2,490

[’19년 9월말 기준]

건설기술처 신재생사업처신재생사업처

신성장본부신성장본부

해외사업처



구 분 ’16년말 ’17년말 ’18년말

자산 98,775 100,314 102,018

부채 49,551 50,144 51,729

부채비율(%) 100.7 100.0 102.9

구분 ’16년 ’17년 ’18년

수익
전기판매수익 47,667 51,032 52,249

기타 4,208 4,695 4,402

수익(계) 51,875 55,727 56,651

비용
재료비 28,740 36,882 41,616

기타 17,701 17,088 14,738

비용(계) 47,075 53,970 56,354

당기순이익 4,800 1,757 297

[단위 : 억원, 연결]

[단위 : 억원, 연결]



영동본부
영동에코발전본부

•설비용량 : 325MW
•준공년도 : ’79.10.31
(#1 연료전환 : ’17.6.30) 
•사용연료 : 우드펠릿

삼천포발전본부
•설비용량 : 3,240MW

•준공년도 : ’98.1.1

•사용연료 : 유연탄

여수발전본부
•설비용량 : 669MW

•준공년도 : ’16.8.31

•사용연료 : 유연탄

분당발전본부
•설비용량 : 922MW

•준공년도 : ’97.3.31

•사용연료 : LNG

영흥발전본부
•설비용량 : 5,080MW

•준공년도 : ’14.11.5 

•사용연료 : 유연탄

10,376MW(국내 설비용량의 8.7%, 서울과 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



비전

전략과제

전략목표

전략방향

미션 경제적·안정적으로에너지를공급하고, 지속가능한미래성장을선도하여국가발전과국민복지에기여한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 기술로 미래를 창조하는 친환경 에너지 리더 ]

Global Top Class 에너지 신사업 모델 구축, 기술력 보유, 수익성 달성, 사회적 가치 실현
경영방침

지속성장을위한
동력창출

출근하고 싶은
일터 구현

함께 성장하는
회사

Real:ationship
(Real & Relationship)

Add:vanced
(Add & Advanced)

Deep:erence
(Deep & Difference)

• 양보할수없는최우선과제
안전보안체계강화

• 상생의기업윤리문화
정착으로GWP 구현

• 재생에너지 시장선점을
위한 사업 가속화

•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친환경 발전소 구현

• 전략적해외사업추진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 친환경 신기술 접목으로
주력사업 경쟁력 제고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및
사회적가치 창출

•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성장 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대기배출물질 감축

(온실가스 35% ¹, 미세먼지84% ²)

매출액 9.5조
영업이익률 9%

동반성장 실적평가 우수등급
양질의 일자리 창출 13만명3

DJSI World Class 
편입 수준 달성

Ⅰ. 삶의질을개선하는
에너지친환경화선도

Ⅱ.상생과협력의
사회적가치구현

Ⅲ.지속가능한
미래사업으로전환

Ⅳ.공공성중심
경영인프라혁신

정책/
환경

상생/
사회

성장/
기술

혁신/
신뢰

1) 2030년BAU 대비35% 감축(BAU : 56,695만톤, 감축량: 20,802만톤, 감축후배출량: 37,893만톤)
2) 2015년BAU 대비85% 감축(BAU : 44,010톤, 감축량: 36,979톤, 감축후배출량: 7,031톤)

3) 일자리창출 : 고용 유발계수 적용(누적)

핵심가치



인 권인 권 노 동노 동 환 경환 경 반부패반부패

세계인권선언 노동에서의권리와기본 환경과개발에관한 국제연합
원칙에관한ILO 선언 리우선언 부패방지연합



가치창조

기업가치 극대화

행동공약

가치창조

기업가치 극대화

이행내용

한국남동발전은대한민국헌법제10조에서정하고있는
인간의존엄성과가치, 행복추구권을존중하며, 이에
의거하여회사정책을제정하고실천합니다.

◎원칙1 : 기업은국제적으로선언된인권보호를지지하고존중해야한다.

◎원칙2 : 기업은인권침해에연루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 중 인권 원칙 시행을 위한 한국남동발전의 노력은 하기와 같음

▶ 인권(Humal Rights)

▶ 유엔글로벌콤팩트 인권보호/인권존중의 원칙을 지지함

▶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기 위해 내부규
정에 이를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음

▶ 인권교육, 인권침해 규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이의 확립을 위하여 교육을 제
공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

1. 차별적 요인 배제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한 채용
○ 내외부 의견반영을 통한 무결점 채용 프로세스 구축
- 채용비리신고센터 운영 등 채용 전과정 감시·통제 강화

2. 인권경영 문화확산 및 내재화
○ 인권의식 교육확대
- 인권존중을 위한 임직원 온라인 교육 시행

○ 인권규범 개정 및 인권침해, 갑질피해 등 구제절차 신설
- 인권위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을 위한 실행지침 개정
-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갑질피해 신고센터 구축

3.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규범화
○ 육아지원 모성보호
- 도담도담패키지: 출산 전부터 휴·복직후까지 One-stop 신청
- 휴직장려 : 자동육아휴직제, 육아휴직 신청자 100% 승인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희망근무지 우선배치

○ 양성평등 교육·캠페인
- 성인지 감수성, 다양성 존중 교육과정 전 직원 의무 이수
- 전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표어공모, 포스터 전사 배포



가치창조

기업가치 극대화

행동공약

가치창조

기업가치 극대화

이행내용

한국남동발전㈜헌법과노동관계법, ILO(1919)의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단체협약을통해임직원의합리적인업무환경및
근로조건조성에최선을다합니다. 

◎원칙3 : 기업은결사의자유와단체교섭권의실질적인인정을지지한다.

◎원칙4 : 모든형태의강제노동을배제한다.

≫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 중 인권 원칙 시행을 위한 한국남동발전의 노력은 하기와 같음

▶ 노동(Labor)

▶ 합리적 노사협의체계 운영으로 불합리 사항 개선 및 정
부지침 준수 이행

▶ 노사협의체를 통한 근로조건 향상 노력 이행

▶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이행

▶ 노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방향 설정 및 소통프로그
램 운영

1. 성과 극대화 위한 효율적 임단협 체결 로드맵 수립
○ 환경분석→의제설정→교섭전략 수립→교섭 및 노사합의
○ 정부지침 준수 및 합리성 확보를 위한 임단협 추진
- 공정대표위반 단협조항 삭제 등 불합리 사항 개선
- 정부지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임금교섭, 단체교섭)

2. 근로조건 개선 위한 노사협의체 운영 및 개선방안 도출
○ 노사협의체(노사실무협의회)→논의사항(근로시간, 근무

환경개선) →개선방향(연장근무 축소,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휴가사용 눈치타파 캠페인, 맞춤형 제도개선
- 통상 및 교대근무자 법정근로시간 준수 위한 제도개선 등

3. 노사관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구축 및 활용
○ 계층별 노사관계 니즈 분석을 통한 필요역량 도출
○ 맞춤형 노무역량강화 교육체계 운영
4. 전직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 소통 노력
○ 노사현안 공유 및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현을 위한 소통

체계 정착(경영현안 설명회)
○ 근무형태 및 근무경력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소통 프로그

램 시행(통상, 교대, 신입직원 특성화 프로그램 시행)



가치창조

기업가치 극대화

행동공약

가치창조

기업가치 극대화

이행내용

한국남동발전㈜ILO(국제노동기구)에서표방한15세미만의
어린이취업을원칙적으로금지하며, 18세미만에의한위험한
노동과장시간노동을금지, 규제하는협정을준수합니다.

◎원칙5 : 아동노동을효율적으로철폐한다.

◎원칙6 : 고용및업무에서차별을철폐한다. 

≫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 중 인권 원칙 시행을 위한 한국남동발전의 노력은 하기와 같음

▶ 노동(Labor)

▶ ILO의 관련 법령과 국내 근로기준법, 해외 근로법의
최저 근무연령과 아동노동조약 등을 준수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들을 준수하며, 임직원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함

▶ 해외 현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현지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을 금지함

1. 채용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위한 채용비리 예방제도 마련
○ 채용단계별 감사활동 강화, 체크리스트 개발·운영
○ 온라인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 면접외부위원 비율 상향
2. 채용비리행위자·부정합격자에 대한 처벌 및 무관용 원칙 강화
○ 해임조항, 임용취소, 취업제한 명문화 등
3. 채용비리 신뢰성 강화 및 기준 마련
○ 채용면접시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채용면접 입회교육 강화
4. 부정 취업청탁 방지 및 제재방안 명문화
○ 제재방안 : 계약취소, 해지 및 소송불가
5. 통상 및 교대근무자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직원 행복권 추구
○ 근무시간선택제 사용증가(1,473명→1,517명)
○ 유연근무제 사용문화 정착(2년 연속 전직원 70%↑ 사용)
○ 교대근무자 ‘반일 연차휴가‘ 도입
○ O/H 9 to 6 캠페인(야간휴일근무 최소화)
6. 통상 및 교대근무자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 O/H 공사기간 설계 시, 주말 제외되도록 공사시간 산정

시스템 개선
○ 보조설비 교대근무 방식 개선(4조 2교대 → 5조 2교대)
○ TSO(대체근무인력) 증원(2명 → 3명)

한국남동발전㈜직원채용에있어서학력, 성별, 연령등에
지원제한이없는열린채용을실시하고있으며, 승진등인사
제도운영에있어평등의원칙을준수합니다.



가치창조

기업가치 극대화

행동공약

가치창조

기업가치 극대화

이행내용

한국남동발전㈜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개발의원칙을천명한
리우선언(1972)을준수하고, 이를바탕으로회사정책을제정
하고실천해나가고있습니다.

◎원칙7 : 기업은환경문제에대한예방적접근을지지한다.

◎원칙8 : 환경적책임을증진하는조치를수행한다.

◎원칙9 : 환경친화적기술의개발과확산을촉진한다.

≫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 중 인권 원칙 시행을 위한 한국남동발전의 노력은 하기와 같음

▶ 환경(Environment)

▶ 친환경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경영혁신 추진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대·정부정책 이행

▶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1. 고압 AMP 설치로 고질적 선박배출 오염물질 획기적 감축
○ AMP : 육상에서 선박으로 필요전력을 공급해주는 방식
○ 대형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98% 이상 감축
2. 하역부터 매립까지 석탄화력 전과정 미세먼지 집중관리
○ 살수설비, Water Fog분사 등 비산방지설비 강화
3. 환경이슈에 대한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확대
○ [국민소통] 시민참여단 구축 등 다자간 소통채널 운영
○ [기관협력] 배출권시장협의회, 통합환경협의체 구축·운영
4. 친환경 발전을 위한 환경설비 투자 확대 및 노후설비개선
○ 탈황 및 탈질설비 개선, 초미세먼지 제거설비 설치 등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비 110% 달성(목표8.0%→실적8.8%)

5. 지역협력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환경생태계 보전 추진
○ [발전소 주변] 해양생태계 복원, 환경 생물종 보호, 녹색환

경 조성, 생환환경 개선 등
6. 1회용품 줄이기 등 재활용 확산으로 저탄소 순환경제 정착
○ 발전부산물 재활용 확대 + 자원절약 생활화 캠페인 전개

▶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위한 환경모니터링 강화

▶ 지영상생 녹색경영 정착으로 환경예방활동 강화



가치창조

기업가치 극대화

행동공약

가치창조

기업가치 극대화

이행내용

한국남동발전㈜CEO의강력한윤리경영의지를바탕으로
유엔반부패협약(2003)을준수하고사회에통용되는윤리적
기준을이행합니다.

◎원칙10 : 기업은부당취득및뇌물등을포함하는모든형태의부패에반대한다.

≫ UN Global Compact Ten Principles 중 인권 원칙 시행을 위한 한국남동발전의 노력은 하기와 같음

▶ 반부패(Anti-Curruption)

▶ 윤리경영 위반 방지를 위한 인프라 강화

▶ 기록물 분류체계 정립 및 고도화로 투명한 기록관리

▶ 예방적 윤리경영 실효성 제고 및 윤리경영 확산

1. 부패리스크 관리 및 자정기능 활용을 통한 투명성 강화
○ 부패방지 국제표준(ISO37001)을 활용한 전사적 부패발생

리스크 점검 및 내부역량 강화
- ISO37001 기반 반부패 취약 요소(96개소) 발굴 및 관리

○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통한 계약· 지원분야 투명성 강화
- 공공계약분야 갑질행테 근절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부정부패 요인제거

2. 조직 업무기능 분석을 통한 단계별 KOEN형 기록물 관리
○ 분류체계정립→KOEN 분류체계 표준화→시스템 반영
- 업무 전 과정 이력관리를 통한 수정삭제 원천차단으로

투명한 기록관리 구현

3.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및 예방적 윤리경영 활동 강화
○ 신고자 맞춤형 신고제도 운영
- 사이버 신고센터, 익명신고-헬프라인, 국민행복 민원센터

4. 전사 윤리경영 위원회 개최(26회), 청백리포럼 운영
○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윤리10대 실천과제 선정 등
○ 전사적 청렴문화 확산조직 확대

▶ 실천적 윤리경영 확산을 통한 투명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