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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 지속가능경 성과를 본 보고서에 담아내도록 노력하 습니다. 작성기준은 GRI의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G3)을 충실히 준수하고자 하 습니다.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와 작성한 내용과 데
이터는 제3자 검증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GRI 기준에서 정한 G3 가이드
라인적용수준중 A 레벨에서요구하는사항을모두충족하는방향으로작성하 습니다.

Substainability Report 2008

발간목적
K-water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국민 생활의 향
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환경 친화적이고 공정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발간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8’은 제4호 보고서입니다. 경제적 성과, 환
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을 총괄하는 K-water의 지속가능경 전략,
활동,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담아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는 2007년 8월에 발행하 습니다.

보고서의작성원칙
본 보고서는 GRI의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G3)을 기준
으로 작성하 습니다. 세부 내용은“GRI Index”(78p~81p)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상독자
K-water의 경 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향을 받는 고객, 지역
사회, 정부, 협력회사, 임직원, NGO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 습니다.

보고기간
보고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정성적인 성과
는 2008년 6월까지의 성과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성
과는 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
니다. K-water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고대상
보고 대상은 본사와 7개 지역본부, 국내 33개 사업장, 그리고 해외사
업 성과(11개국 13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가능경 현황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아직 사업장 형태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운 하고 있어 사업성과만 반 하 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변화는 하
부기구의 조정에 따라 21개 사업장이 통합되었습니다.

변경사항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기준연도, 소유구조상 중요한 변경사항은 없
습니다.

보고서검증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부터 보고
서에 기재된 데이터와 문장 중 선택된 사항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의견서는 64p-65p에 있습니다.

추가적인정보제공
본 보고서는 K-water 홈페이지 (http://www.kwater.or.kr)에서도 보
실 수 있습니다. K-water의 지속가능경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경 혁신실 CSR팀(전화 : 042-629-2368~9,
팩스 : 042-629-239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문의
(306-7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K-water 경 혁신실 CSR팀
TEL 042.629.2368~9
Fax 042.629.2399   
E-mail sustainability@kwater.or.kr   

본 보고서는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소개된 지속가능경 활동과 성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보고서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water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작 I K-water 경 혁신실
디자인 I 미지애드컴(02.783.6013)

이 보고서는 국산 재생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하 습니다

www.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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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으로

주위의 이해와 성원이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K-water를 아끼고 성원해 주시는 고객 및 여러 이해관계자 여러분에게

K-water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존경받는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4번째 지

속가능경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지난 2007년은 K-water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한 해 습니다. K-water 창

립 40주년이자 Global Best 비전 달성의 원년에 걸맞게 많은 일을 하 고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탄강댐과 군남홍수조절지 사업 착공,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준공과 함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추진을 본격화하고

개성공단에 용수공급을 개시하 으며, 광역과 지방상수도를 연계한 통합관리

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거제시 지방상수도를 수탁 하 습니다. 또

한, 아시아, 아프리카지역 11개국의 해외 수자원사업 참여로 세계화 토대를 구

축하고, ISO/IEC 20000(IT서비스 국제표준규격)과 Best-HRD(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로벌 선진기업 K-water 달성을 위한 인적

기반과 기술적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가치제고를 위한 고객중심 경 과 윤리경 , 환경경 ,

사회공헌을 아우르는 지속가능경 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외부 경 환경 변

화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찾는데 주력하 습니다. 앞으

로도 K-water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국가발전을 뒷받침하

는 물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부 역량을 극대화하고, 미래지향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물 종합서비스 기업으로서 CDM 사업과 해외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수자원 시설의 통합화, 전문화, 자동화를 통해 미래지향

적인 유역 물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물 부족 시대에 대처하

도록 기존 댐을 재생하고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며, 강변여과수 등 모든 물

자원을 유역별로 찾아 활용할 것입니다. 

고객 서비스를 높여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얻어지는 값진 보배입니

다. 고객중심 경 으로 서비스 질을 더욱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습

니다. 더불어 투명한 윤리경 의 추진, 사회적 책임이행의 강화, 지속가능한

경 의 실현을 통해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로벌 K-water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Blue Gold’라는‘물’의 시대로 물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것입니

다.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도와 관행, 그리고

시설에 대한 각종 기준, 행동양식까지도 로벌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수

준의 물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핵심기술 개발과 일류 인재육성을 통해 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것으로 주위의 이해와 성원이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합과 상호신뢰를 노사관

계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참여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만들

어 가겠습니다. 

이제 지속가능경 은 무한경쟁 하에서 생존을 담보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전략으로 자리매김하 습니다. 경 전반에 지속가능경 시스템을

확산하고, 이를 성장엔진으로 삼아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ater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지속가능경 보고서가 K-water의 지속가능 경 성과

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채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K-water를 아껴주시는고객과여러이해관계자여러분에게투명한정보를공개하여존경받는기업으로나아가고자
4번째지속가능경 보고서를발간합니다

2008. 8

한국수자원공사사장김건호



물로더행복한
세상을꿈꾸다

K-water 물로행복을전하는물종합서비스기업

K-water 물, 자연, 사람이조화를이루며살아가는세상을만드는기업

K-water 행복한웃음과건강한자연을선사하는기업



I 2007.12.31 I

•기업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설립일 1967. 11. 16

•자기자본 9조 8,683억 원

•총부채 1조 5,756억 원

•총자산 11조 4,439억 원

•매출액 1조 8,129억 원

•주요사업 다목적댐건설관리, 광역상수도건설관리,
지방상수도운 ·관리, 산업단지개발

•사업장수 본사, 7개 지역본부, 33사업장, 해외사업
(11개국 13개 프로젝트)

•임직원수 4,135명

•출자자구성 한국 정부 90.3%, 산업은행 9.6%, 지방
자치단체 0.1%

•출자회사 칠곡엔바이로(주)(지분 49%), 경인운하
(주)(지분 19.4%) 한국건설관리공사(주)
(지분 18.9%), 푸른장량(주)(지분 5%)

•본사위치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 560

< 해외사업현황(2007.12.31) >

< 본사 및 7개 지역본부 >

Equatorial
Guinea

수행중인사업 : 11개국 13개 사업

완료사업 : 9개국 12개 사업
(2007년 12월 기준)

Iraq

Kenya

Vietnam

Cambodia

Bangladesh

India

Sri Lanka

Peru

Afghanistan

Nepal

Rwanda

수도권본부 강원본부

충청본부

대전 본사 경북본부

경남본부전남본부

Mongolia

Indonesia

Laos

China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8

지속가능경 비전및전략
경제적효율성, 환경적건전성, 사회적책임이행을통해새로운기업가치를창출합니다.

미션(Mission)은 사회 발전의 긍정적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사적 조직의 존재의 당위성을 함축한 의지의 표현으로‘우리

는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을 통해 전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K-water의 존재와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인

식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비전(Vision)은 조직이 중장기에 걸쳐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이자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으로‘세계 최상의 물 종합서비스

기업’이라는 비전으로 대 국민 서비스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K-water의 의지와 위상을 함축하 습니다.

Mission & Vision

우리는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Water for the happier world

장기
목표

(2015)

전략
방향

비전

미션

’07년
경
목표

세계 최상의 물 종합서비스 기업
(STEP to Global Best)

성장동력
사업육성
(Service)

S

T E

P

장단기 전략목표

핵심기술
확 보

(Technology)

이해관계자
가치제고
(Ethics) 경 체계

로벌화
(Pride)

K-water가 생산·관리하는
모든 물

수해예방,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으로 고객의 삶을 현재보다 더
행복하게 하겠다는 의지

업무범위를 사람에서 자연환경,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정받
는 가장 이상적인 물 종합 기관
으로 성장

상·하수도 및 댐관리, 하천, 
해수담수, 산업용수 및 수자원
관련 조사 및 정보제공 등
물 관련 Total Solution 제공

일방적 공급위주에서 고객가치
증대에 중점을 둔 경 컨셉의
변화

우리는
물로

더
행복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세상

• 로벌수준 물 서비스
(유역통합)

•초우량 기업가치 실현
-성장성, 안정성

•세계수준의 핵심 기술
개발 로드맵 완성

•전 직원의 30% 핵심
인재로 육성

•존경받는 물 기업
-고객만족도 90점
-청렴도 9.0점 이상
-사회공헌등급 A1

•상시혁신통한초일류기업
-경 혁신 6단계
-신용평가등급 A1
-신뢰경 지수 70%

•매출액 1.8조원
•수돗물 판매
(3,000백만㎥)

•댐용수 판매
(4,710백만㎥)

•기술로드맵 39% 및
기술혁신

•핵심인력지수23% 
달성

•고객만족도 89점
•청렴도 9.0점 이상
•사회공헌등급 A1

•경 혁신 6단계
•신용평가등급 A1
•신뢰경 지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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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경 은 경제적 성과와 환경적 건전성을 높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민의 공기

업으로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물 혜택으로부터 소외 받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경 은 기존의 여러 경 활동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기본 바탕으로 환경경 과 사회공헌

활동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기업 가치를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존경 받는 기업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추진체계

K-water는 전사적인 지속가능경 을 추진하기 위해 본사에 4개 본부, 7개의 지역본부 체제를 갖추고, 전국에 33개 사업장을 운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 추진조직은 사회공헌활동, 고객중심경 , 환경경 을 총괄하고 있는 경 혁신실의 CSR팀(11인)으

로서 매년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 보고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채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 환경, 사회 분야를 포괄하는 자문

회의와 협의회 등을 운 하고 있습니다.

추진조직

●지속가능경 비전달성 로드맵●

※ 신뢰경 지수 : 국내 로벌 상위 10대 기업 평균 67.8%, 포춘 100대기업 평균 83.4%

도입단계
(2004년~2005년)

•지속가능경 의 비전과 전략 선포
•지속가능경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지속가능경 보고서 발간
•환경경 체제 구축 및 프로그램 확대
•사회봉사단인“물 사랑 나눔단”창단

발전단계
(2006년~2007년)

•경 혁신 Tool로서 6시그마 도입
•고객 중심의 CRM 마스터 플랜 수립
•환경성과평가 특허 및 수돗물 LCA 도입
•지역사회및노인대상사회공헌활동 확대
•윤리경 및경 의투명성강화

정착단계
(2008년~2015년)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전문화, 체계화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실행 관리
•성실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존경받는세계종합물서비스기업실현

단기
(’08~’09)

중기
(’10~’12)

장기
(’13~’15)

현재
(’07)

수도통합기반구축 수도·하천통합서비스 물순환 통합체계 구축 물서비스 통합 운 관리
기반구축 - 수도통합, 하천통합 - 유역통합관리체계완성

물분야 핵심기술력 물 분야 핵심기술력 물 분야 핵심기술력 물 분야 핵심기술력
기술로드맵 39% 추진 세계 5위 수준 달성 세계 3위 수준 달성 세계 1위 수준 달성

공공부문 청렴도 9.21 공공부문 청렴도 9.0이상 공공부문 청렴도 9.0이상 공공부문 청렴도 9.0이상
환경성과이행지수 111 환경성과이행지수 120 환경성과이행지수 135 환경성과이행지수 150

경 혁신 6단계 진입 경 혁신 6단계 유지 경 혁신 6단계 유지 경 혁신 6단계 유지
신뢰경 지수 43% 달성 신뢰경 지수 62% 신뢰경 지수 67% 신뢰경 지수 70% 

S

T

E

P

•지속가능경 자문회의
•고객참여위원회
•물 환경보건자문회의
•수돗물수질협의회
•댐건설지역협의체

사장 감사이사회

부사장

관리본부
-교육원

수자원
사업본부

수도
사업본부

기술본부 수자원연구원

경 혁신실

CSR팀

고객중심경

환경경

사회공헌

7개
지역본부

자문가구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8

윤리경
2년연속국가청렴도9.0 이상달성, 건설산업상생협력및정보공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CEO의 추진의지에 따라 4대 경 전략의 하나로 윤리경 을 반 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윤리경 의 중요성과 실천을 강조하 으며, 모든 경 진을 포함한 전직원의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 습니다.

※ K-water는 UN 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준수합니다.

333개 공공기관 평균 : 8.89점

전사적추진활동

CEO 주관으로 K-water 윤리경 시스템의 재정비 및 강화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 으며, 협

력사와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하여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 습니다.

■청렴지킴이등상시모니터링조직운

■윤리포스터, 뉴스레터, 윤리서한, PC 화면보호기등윤리의식체화프로그램운

■청렴계약제, 윤리 마일리지등전직원에대한윤리평가체계확립

■건설·계약·분양부문별투명성강화

다양한윤리실천노력

•비전달성을 위한 K-water 4대 경 전략의 하나로
윤리경 명시 및 추진

비전·전략

경 방향

CEO 서한

창립 40년
CEO 기념사

•국가 청렴도 평가 9.0이상 달성
•’08~’10 중기전략목표 신뢰받는 공기업상 구현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관행적인 일들이 더이
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07.8)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는
제도와 관행, 문화를 바꾸어 나갑시다(’07.11)

윤리경 시스템

전 직원
의식 체화

투명한 정책, 
제도의 구현

윤리기반의
사업 수행

환경·안전, 
사회공헌

CEO의
강력한 의지

비전·전략
연계

윤리인프라
강화

종합모니터링제
시행·피드백

조직명 활동내용

윤리위원회 윤리경 최고의결기구

청렴도향상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 추진대 책 반

청렴도 향상 건설, 계약 등 6대 분야 업무별
업무별 전담반 집중조사·연구

청렴지키미 소속부서 윤리준수 감시인

청렴동아리 현장부서 자율시행

We support

2004 2005 2006 2007

8.46 8.58 

9.08

9.21

●청렴도 추세[국가권익위]●

2007년 7월과 12월 두 차례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여 윤리경 수준향상을 도모하 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부패발생여부와 부패유발요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측정결과는 부서별 경 평가에 반 하여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점수를

분석하여 취약부서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매년 청렴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07년 청렴도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하 습니다.

K-water 청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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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이사회의경 참여확대및전문성강화로열린경 을실천하고있습니다.

K-water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위한 댐과 수도시설을 건설하

고 관리하는 것으로써 국민생활에 중대한 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법은

K-water에 출자할 수 있는 자본금의 제공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은행으로 제한하고

있으며“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 출자자는

국가(90.3%), 산업은행(9.6%), 지방자치단체(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자자구성

이사회는 경 목표, 예산, 사업계획 등 K-water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 진에 대한 업무감독과

업무지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K-water의 이사는 총 13인으로 상임이사 6인과 비상임 이사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의 경우 총 14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4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 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

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이사회구성및운

이사회 운 결과는 매년 정부 경 평가 및 자체 내부평가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 상임이사는 정부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

연봉을 차등 지급받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에 추진성과와 노력

도를 포함하여 계량적인 성과는 물론 비계량적인 성과 평가결

과도 임원의 보상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평가및보상

K-water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절성과 공정성을 감독하기 위

하여 내부적으로는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을 운 하여 공직기강

점검과 일상감사를 통해 경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

다. 외부감독 기능으로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국토해양부 및 총리실 등의 수시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및외부감독기관

■비상임이사경 참여및전문성활용극대화
_ 의사결정력 강화 및 충실한 안건심의를 위해 주요 경 현안에 대해 예비심의를 통한 심의기능 강화
_ 유비쿼터스 환경을 이용한 회의방식 혁신
_ 토론 유도를 위한“집합식 사전설명”실시
_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한 실행과정 모니터링 강화
_ 정책제안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 보고를 확대하여 경 현안 해소
_ 비상임 이사 제안으로 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 추진
_ 비상임 이사 활동 강화를 위한“비상임 이사 연구과제”수행 및“경 현안 자문”실시
_ 사회공헌활동 참여(참여기금 공제, 북한지역 연탄나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에 동참

※ Junior Board(21명)를 통해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 에 반 하고, 경 혁신위원회를 운 하여 경 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9.6%

지방자치단체 
0.1%

국가 
90.3%

임원 성명 직위

상임이사 김건호 사장, 이사회 의장

감사 안병구 상임 감사

상임이사 정승수 부사장

이길재 관리본부장

안창진 수자원사업본부장

변두균 수도사업본부장

김태선 기술본부장

비상임이사 박창래 삼성언론재단 연구위원

김연철 한남대 행정복지대학원장

이진원 (사)기업사랑 운동본부 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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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경 혁신
쉼없이흐르는물처럼끊임없는변화와혁신으로밝은미래를만들어갑니다. 

비전·전략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경 전략과 연계한 혁신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혁신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혁신,

성과중심 혁신, 경 시스템 혁신, 조직문화 혁신 등 4대 혁신목표를 설정하고, 혁신목표별 전략과 과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하 습니다. 

혁신추진체계

2006
확산기
(제도화)

5단계 6단계 Post 6단계

2007
정착기
(내재화)

2008
성숙기
(문화화)

•혁신 공감대 확산
•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혁신 추진조직 확충
•혁신 프로그램(6시그마, JOA)
도입·확산

•BPR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6Sigma 확산·정착
•시스템 혁신 정착
- BSC, CRM, HR-Bank 등

•혁신실행동아리(CoP) 활성화
→ 일과, 혁신, 학습의 융합

•혁신성과에 대한 보상 연계 강화

•공공부문 혁신문화 선도
•성과-보상체계 정착
•혁신실행동아리(CoP)의조직문화化
• 로벌 조직문화 구축
•자율적, 상시적 혁신 활동

●혁신추진로드맵●

경 간부회의

혁신Network

CEO

혁신전담
조직

•경 혁신실`
경 혁신팀(총괄)

지역본부 본사 처·실 관리단·센터

스폰서(부사장)

BB, GB, FEA

혁신전문강사

Junior Board

혁신프론티어

노사제도개선특위

•청렴혁신팀
•기술혁신팀
•HR혁신팀
•리더십교육팀

분야별전담조직

혁신서포터즈
사외인사 참여

경 혁신실무위원회

●혁신추진조직●

CEO와 임원이 6시그마 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열린 경 대토론회를 통해 전 직원과 비전을 공유하며, 사회공헌활동에 직접 참여

하는 등 혁신활동에 솔선수범하여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특강 등을 통해 혁신 및 리더십 역량을 더욱 강화하 습니다.

선진화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조직문화 수준을 진단하고 중장기 조직문화 혁신 Plan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조직의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특별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07년 CEO포함 1,320명 참여)하 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일 없애기, 조직내 벽 없애기 등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GWP) 운동을 전개, 로벌 기업에 걸맞는 조직문화를 구현해 가

고 있습니다. 

혁신문화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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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0620072006예년 2007

64%

77%

13%
증가

87점(1위)

6.5점
증가

93.5점

5단계

6단계
(최고단계 달성)

6시그마, JOA(Work-out 기법의 K-water 혁신 Tool), 연구동호회 등 혁신실행 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으로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 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혁신-학습-업무가 일체화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

습니다. 2008년 6월 현재 혁신전문가로서 Black Belt 22명을 양성 중에 있고, Green Belt 137명, FEA(Financial Effect

Analyst) 23명을 양성하 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업무개선을 통해 총 94.5억 원의 재무적 성과를 거두었습

니다. 

본부중심의 혁신 운 및‘부서 맞춤형 혁신 컨설팅’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활동이 현업에 뿌리내리도록 하 습니다. 본부별 혁신과

제 선정·실행·점검체계를 구축·운 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참여와 수용도를 향상시키고, 성과창출을 극대화하 습니다. 또한, 부

서 특성과 수준에 맞는 자율혁신을 지원하기 위해‘부서 맞춤형 혁신 컨설팅’을 실시, 직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 현업에 적

합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 습니다. 이 결과 현업 직원들의 혁신인식도가 5점 척도 기준으로 3.17(컨설팅 전)에서

3.87(컨설팅 후)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일하는방식개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K-water의 전문 인력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재정 및 서비스가 열악한 지방상수도의 유수율과 서비스를 획기적으

로 향상시켰습니다. 유수율은 수탁전 51.7%에서 수탁 후 64.5%로 12.8% 향상되었으며, 서비스만족도는 64.7점에서 75점으로 수

탁 후 10.3점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단수하지 않고 수도관을 공사하는 첨단공법(fluid-crossing 공법)을 개발하여 실용화하 습니다. 6시그마 활동을 통해 공법을 개

발하고 이를 9개 지자체 31개소에 적용, “단수시간 Zero”를 실현하 습니다. 국내외 특허 등록 및 출원, 미국수도협회(AWWA) 및

아시아 유체기계학회(AICFM)에서 발표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댐을 국민들의 편의시설, 지

역민의 소득증대시설로 전환하여 댐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댐 저수량 관리로 저수물량을

13% 증대(16억㎥)하여, 댐건설 대체(6조 원 효과) 및 수질개선(1,026억 원 효과) 등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댐 고유 기능도 강화하

습니다.

앞으로 K-water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가치를 높이는 선도적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혁신성과창출

K-water 기술혁신 일환으로 2007년 11월 개방형 수도 기술 On-line 백과사전인“Waterpedia”를 구축·출시하 습니다. K-

water에서 생산되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참여를 통한 자유로운 정보 및 기술 교류를 통하여 관·산·학·연 기술 클러스터

구축 및 수도 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향후, Waterpedia를 통하여 산·학·연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추

진하고, 수자원 분야를 포함한 시스템 주요 기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술혁신

●혁신 성과●

<저수율향상> <국가고객만족도> <정부혁신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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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공동협력
사업진행전과정에걸쳐다양한이해관계자의소중한의견에귀기울이고있습니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경 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의 다양한 경 참여시스템을 운용하

고 있습니다. 의사결정단계와 사업진행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

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전반에 대한 경 자문을 얻기 위해 자문회의 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 하

고 있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원만한 갈등해소를 위해 지역협의회 등을 운 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나 위원회는 주로 NGO, 학계, 연구소 등으로 구성하여 운 하고 있으며, 지역협의회는 주로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 하여 경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 시에 국토

해양부, 환경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도 긴 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 참여시스템

환경성제고
사회책임이행

투명성및
신뢰성제고

지원확대
- 중소기업 제품 구매 : 1,415억원
- ISO 14001 인증 지원 등

상생협력
후생복지
안전보건

인재육성, 성과보상
(보상:473억원)

지역사회공헌
(사회공헌:540억)

지역사회기여

경쟁력제고
(혁신평가 6단계)

최상의서비스
(고객만족도:93.5점)

경 혁신깨끗한물

NGO

고 객 정 부K-water

지역사회

임직원 협력회사

●K-water 이해관계자 분류 및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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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 NGO, 지역사회, 정부, 협력회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다양

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VOC시스템에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며,

어느 한 분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관계자 채널이 기능별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효과적으로 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으

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CRM(고객관계관리)시스템과 Call Center를 구축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집 및 분석 체계를 일원화하여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K-water가 되겠

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사소통

이해관계자 채널

VOC(고객의 소리), 고객참여위원회, 고객제안
K-water 고객센터는 365일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Happy
Call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 객

지역물토론회, 수돗물수질협의회, 효나눔 센터
지역사회 리더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환경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적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국토해양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파견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 및 이행 시에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정부관련 부처
와도 긴 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정 부

건설업체상생협의회, 상생협력 홈페이지 운
협력회사는 K-water의 지속가능경 을 위한 동반자입니다. 건설분야 대·중
소기업과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구매 활성화, 환경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노사협의회, 청년이사회, 경 혁신 위원회
다양한 내부의사 소통 채널을 통하여 구성원간 권위의 벽을 낮추고, 임직원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활기차고 자율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임직원

지속가능경 자문회의
NGO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 할 수 있는 다양한 경 참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
방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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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성평가
이해관계자들의다양한요구사항을분석하여K-water의지속가능성이슈를도출하 습니다.

GRI가이드라인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요구사항을 파악, 분석 및 대응하고, 그 프로세스와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K-water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운 하고 있으며, 요구사항에 대

한 중대성을 결정하여 경 전략에 반 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전

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 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VOC(고객의 소리), 지속가능경 자

문회의, 건설업체 상생협의회, 정부 파견, 내부직원 만족도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 및 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

통 채널을 통하여 파악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은 먼저 범주화(Categorization)한후, 중대성(Materiality)평가를 하 습니다. 

이해관계자요구사항파악

전문 기관인 한국품질재단의 중대성 평가모델을 활용하여 K-water 중대성 평가모델을 정립하 으며, 중대성 평가를 통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K-water 지속가능경 에 알고 싶어하는 중대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 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K-water 경 전략에 Feed-Back 되고,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됩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대화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대 이슈의 수록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해당사항에 대하여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K-water는 좀 더 투명하고 효과적인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대성이슈도출

이해관계자 정의 의사소통 채널조사 요구사항 파악 / 중대성 결정 경 전략 반 지속보고서 전개

●K-water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VOC
(홈페이지)

지속가능성 관련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파악

범주화 및 중대성(Materiality)평가

중대한 이슈(Issue) 도출

미디어조사
(고객만족도 등)

Focus그룹
(위원회, 인터뷰)

설문조사
(임직원)

●K-water 중대성 평가 모델●

분류 중대성이슈 (수록페이지)

고 객 댐 및 수도 수질(p50~52), 수도요금(p39), 수도부지 사용허가(p39), 댐 관리(p22~23,48,52), 사회공헌(p19),
청렴성(p10), 환경친화적 수자원개발(p48)

지역사회 견학(p23), 댐주변지역 지원사업(p62), 공익성(p62~63), 기업윤리(p10)

학계/NGO 댐주변지역 지원사업(p62), 댐 관리(p48,52), 사회공헌(p19), 유수율(p38,82), 물순환체계통합(p24~25), 해외
사업(p31),  수도사업 민 화(p26~27), 지방상수도 위·수탁(p26~27), 기후변화대응(p28~29), 기술혁신
(p13), 환경친화적 수자원개발(p48)

정 부 해외사업(p31), 기후변화대응(p28~29)

임직원 윤리경 (p10)

협력회사 설계변경시 신속한 의사결정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p46)

●이해관계자 관심 이슈에 대한 중대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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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는 2007년 보고서에 대한 내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보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진

단하고, 이를 반 하고자 노력하 습니다. 설문 내용은 총 9개 문항으로, 지속가능경 인지도, 전체 만족도, 가장 인상적인 부분,

가장 유익한 부분,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 경제·환경·사회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슈 및 자유 의견 항목으로 구성되

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76명의 직원이 참여하 으며,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7 지속가능경 보고서 만족도

전체 응답자 중 43.4%가 만족하고 있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은 55.3%, 불만족이라는 의견은

1.3%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유 의견내용을 적극적으로 반 하여 보고서의 품질과 가독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 습니다.

설문 결과

2007 보고서피드백

포커스그룹(NGO)인터뷰

분야별중요이슈

보통 
55.3%

만족 
43.4%

불만족 
1.3%

가장인상적으로읽은부분

1. Technology & Brand 
2. 환경적 성과
3. 사회적 성과
4. Business Intro
5. 경제적 성과
6. K-water Profile
7. 2006 Highlights
8. 제3자 검증
9. 부 록

가장유익한부분

1. 환경적 성과
2. Technology & Brand 
3. K-water Profile
4. 경제적 성과
5. Business Intro
6. 사회적 성과
7. 2006 Highlights
8. 제3자 검증
9. 부 록

개선이필요한부분

1. 경제적 성과
2. 사회적 성과
3. Business Intro
4. 환경적 성과
5. Technology & Brand 
6. K-water Profile
7. 2006 Highlights
8. 부 록
9. 제3자 검증

경제 분야

•수도요금, 인·허가
•댐 운 , 기술혁신
•유수율, 지방상수도 위·수탁
•물 순환체계 통합
•해외사업, 수도사업 민 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환경분야

•댐/수도 수질
•환경친화적 수자원 개발
•기후변화대응

사회분야

•사회공헌
•청렴성, 기업윤리
•댐 및 수도시설 견학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익성

•지역사회 사랑나누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NGO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 NGO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K-water의 지속가능경 전략에 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경 보고서에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더 많이 수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태용환경재단대외협력국장

•사회적 책임, 윤리적 책임성을 높여가는 경 의 목표가 내부 및 지역별 구성원에 어떠한 변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지 정기적 의식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돗물 불신 회복을 위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공기업의 변화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려야 하며, 지속가능보고서가 국민에게 쉽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정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획실장

•K-water도 미래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소수력 발전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가능경 보고서에 부정적 내용까지도 공개를 하여야 하며, 일지형식의 사건사고 기록의 장 신설을 제안합니다.

•경 지표, 환경지표를 연도별 추세선으로 나타내어 예년성과와 쉽게 비교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진우환경정의초록사회국장

•기업내 중요 지속가능성 이슈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항을 파악해 이를 핵심사안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쉽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경 성과는 긍정적, 부정적 내용을 모두 포함해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 옥기업책임시민센터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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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대응
위험과위기관리를하나의시스템으로통합하여경 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있습니다.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고객과 소통하고자 전사적 리

스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 습니다. 재무 분야와 비재무 분야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위험예방과 위기대응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세

스를 정립하고 2007년 12월 시스템 시범운 을 모두 완료하 습니다. 2008년 1월부터 리스크관리규정을 시행하고 리스크 관리조

직과 업무를 규정하여 전사적 리스크관리시스템(ERM : Enterprise Risk Management)을 본격적으로 운 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스템구축

K-water 전사적 리스크 관리는 사전적인 위험관리와 사후적인 위기관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핵심리스크와 핵

심위험지표를 도출하여 모니터링을 통해 위기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처하도록 사전예방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기관리는

공공기관 위기관리 지침의 표준모델을 반 하여 초동조치와 위기확산 방지를 위한 단계별 대응절차를 마련하 습니다. 또한 경

위험, 재난관리, 홍보위기, 갈등관리 등 17개 관련분야에 대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하

도록 하 습니다.

관리체계확립

리스크관리의 효과적인 실행과 모니터링을 위해 부사장을 CRO(Chief Risk Officer)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위기관리

를 총괄하게 하 습니다. 리스크관리에 대한 총괄업무는 기획조정실에 리스크 총괄팀을 구성하여 담당하게 하고, 위기유형별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위기발생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리스크 관리 조직 체계를 확립하 습니다.

관리조직구성

경 위험 
홍보위기 
갈등관리 
재     난 

식별

리스크관리 정책 및
규정

리스크 관리 조직

타사사례
분석

선진사례 반

정부지침 부합

17개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NSC
모델 반

리스크관리 시스템
(위험관리 & 위기관리

시스템)

평가
위험
대응

모니터링
/보고

위기관리
체계변환

관리 프로세스 정립

기반 인프라 구축

위기현황
분석

위기
대응

사후
관리

●유형별 17개 위기대응 매뉴얼●●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 NSC 모델 반 : 정부지침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델을 ERM 시스템에 반

리스크
관리조직

리스크 총괄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업무 총괄

•리스크 관리 방향 설정
•주요 리스크 대응방안 수립·시행

•위원장, 상임이사, 기획조정실장등 15인 이내로구성
•해당 위기 유형별 위기대응 전담

리스크 관리 위원회

리스크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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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나눌水록, 사랑할水록더행복한세상이이뤄집니다.

K-water는 2004년 사회봉사단인‘물사랑나눔단’을 창단한 이래“함께 하는 물, 함께 사는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물과 자

연,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water 사회공헌활동은 회사 중심의 전략적 사회공헌과 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일회성 자선과 기부활동에서 벗어나

사업 고유의 특성인“물”관련 프로젝트를 운용하며, 안전하고 소중한 물을 관리하는 댐 주변의“지역”관련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물”과“지역”Focus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7.8%인 390만 명 정도(2006년 상수도통계, 환경부)가 아직도 수돗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K-water는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생명의 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음용

하는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신 정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관리하는“희망

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물 부족과 높은 요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해안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전국 해수담수화

시설의 60% 수탁운 및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해·가뭄지역에 비상식수를 지원하는“사랑의 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또한, 생태계 및 친수공간을 위한 환경용수 공급과 청정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 방치되어 온 지하수 폐공을 찾는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물”Project 

희망의
물

사랑의
물

자연의
물

•수질기준 부적합 초·중등학교
정수시설 설치
- 정수시설 무료 설치 및 유지관리
(10년)

•해안도서 지역의 해수담수화 시설
운
- 전국 68개소 중 41개소(60%)
수탁 운 관리

•재해·가뭄지역에 대한 비상 식수
지원
- 평양, 태안 등 피해복구 지원 :
병물, 물차

•생태계 및 친수공간을 위한 환경
용수 공급
- 댐용수:장자호(구리),청계천(서
울),굴포천(인천)

•지하수 폐공찾기 운동, 댐 직하류
하천 살리기

~’05 ’06 ’07 합계

3 100 18 121

●정수시설 보급 학교 수●

~’05 ’06 ’07

32 40 41

●해수담수화 운 시설●

’06 ’07

206천 톤 440천 톤

●환경용수 공급 실적●



물을나누다

물은마실때만인류에게가치를다하는것이아닙니다. 

호수가있는풍경, 유유히흐르는강, 수생식물이가득한습지, 한여름더위를식혀주는소나기, 

봄의 전령을깨우는봄비는우리의삶을풍요롭게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보이지않는곳에서관리되고

사람들에게제공되는물의 2차적기능까지도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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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을국민에게돌려드립니다
발상의전환을통하여댐을화합, 소통, 문화와복지의장으로만들었습니다.

댐은 생활용수 공급 및 수해방지, 발전을 통한 청정에너지 공급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순기능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댐 기능 위주

의 관리, 댐 상류 지역의 낙후된 교육환경 및 복지여건 등으로 인해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댐 기능 위주의 관리와 더불어, 댐 주변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핵심 니즈를 발굴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핵심가치(복지, 소득, 교육) 창출로의 댐 관리 의식을 전환하 습니다.

효나눔 복지센터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 : 댐주변 1세대

댐 건설로 인한 기존 생활터전 상실 등으로 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댐주

변 노인층을 대상으로“효나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06년 합천댐에 최초로

건립된 합천 효나눔 복지센터를 통해 물리치료, 무료급식, 다양한 문화행사 등 유

익한 운 프로그램들을 구성하여 ’07년 말 이용자수가 14만 명에 달하 고, ’06

년과 ’07년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90점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15개댐으로 센터를 확대 건립하여

수혜의 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소득증대 : 댐주변 2세대

댐주변에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전국 8개 댐에 총 1,844㎡가 친환경농업지역으로 변모하 고 친환경농업 교육 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07년 처음으로 전국 친환경농산물 판매

행사를 개최하여 총 120백만 원의 농산물 판매성과를 거두었으며 기타 부녀회등과 연계한 판로지원을 포함하여 총 709백만 원의

주민소득에 기여하 습니다.

고객가치창출

차별화된맞춤지원 구분 노인복지향상 농가소득증대 교육기회제공

지원 대상 댐주변 1세대 댐주변 2세대 댐주변 3세대

지원 방법 효나눔복지센터 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초등학교 어 원어민 강사 지원

지원 내용 합천댐 운 , 3개 댐 공사중
대청댐 등 전국 8개댐

2010까지 15개 댐 확대

'06.12 '07.6 '07.12

36천명

65천명

146천명
4배
증가

2005 2006 2007

1,750
1,844

2005 2006 2007

132

382

709

(m2) (백만원)

360

●친환경농업 면적● ●친환경농산물 판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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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상류 오지 초등학교 어교육 : 댐주변 3세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댐주변 농촌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 원어민 강사 수업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는 로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 원어민

강사 교육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 학교수 교육인원

경북 21 2,418

경남 14 1,020

전북 19 1,379

전남 5 176

강원 9 303

충청 9 654

계 77 5,950

●원어민 강사 어교육 현황●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댐문화 축제 개최

국내 최초로 댐과 문화가 접목된 문화축제 행사를 대청댐에서 개최하 습니다. 2일의 축제기간동안 약 만 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

사에서는 댐 수문방류 퍼포먼스, 줄타기, 대청댐 야간조명을 배경으로 한 호반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단절이라는 댐

이미지에서 벗어나 화합과 문화의 장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댐으로의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 습니다. 또한 물 사진 전시회, 화

상 , 작은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웰빙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댐과문화의만남

물문화관 정비, 생태공원, 산책로 등의 친환경공간을 조성하여 댐을 휴식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댐 정상부 개방, 물문화관

의 생태체험관 신설 및 해설자 상주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공간조성

K-water는국민들의물에대한관심제고및고객과의양방향커뮤니케이션강화를목적으로댐및수도시설에대한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K-water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댐문화축제



통합운
체계구축

유사·중복업무 통합
조직체계개선

단위시설 통합을 통한 인력절감
시설자동화, 운 체계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운 지원체계 확립으로 안정적 물 공급
실시간 수질감시로 안전한 물 생산

물 산업 구조개편에 대비한 기술 경쟁력 제고
지방 상·하수도 통합관리 기반 조성

운 관리기술의
선진화, 과학화

지방상수도 등
사업 역 확대 기반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8

수도시설의통합관리
IT 기반의수도통합운 시스템구축을통해수도시설운 의효율성을높이고있습니다.

최근 수돗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고조 및 수도시설에 대한 개별운 등 고비용 구조의 기존 관리방식은 많은 비효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구와 비효율 개선을 위한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 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공사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 내 산재되어 있는 수도시설(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등)을 통합하여 통합운 센터에서 24시간

원격으로 각 시설물을 운 할 수 있는 IT 및 자동화 기술 기반의 수도통합운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운 시스

템을 통해 조직 및 인력운 체계를 조정하여 경 구조에 기여하고 시설 운 관리의 과학화,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수도통합운 체계

권역내의 수도시설 중 취수장과 가압장은 자동화, 정수장은 설비 개량 등을 실시하여 단위 공정별 자동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통합운 센터에서는 수돗물 생산 공급의 전 과정을 24시간 관리하게 되어 수도시설의 운 이 무인 또는 최소 인원으로 운 되므

로써 운 상 효율뿐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물 시장에서 기술경쟁력도 갖출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04년 : 전북권구축완료

- 2006년 : 충청권, 수도권구축완료

- 2007년 : 전남권구축완료

- 2009년 : 강원권과경북권, 경남권구축예정

특히 수도권의 경우 권역내 23개 수도시설(시설용량 9,305천㎥/일)을 한 곳에서 운 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 습니다.

수도통합관리현황

일본(동경도) : 시설용량 6,960천㎥/일

프랑스(파리) : 시설용량 1,940천㎥/일

수도권통합운 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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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충청권/전북권/전남권의 4개 권역 통합운 구축에 이어, 강원권/경북권/경남권의 잔여 3개 권역에 대한 구축사업을

2010년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 전체 광역상수도를 권역별로 통합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지방상수

도를 포함한 광역-지방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하수도를 포함한 권역내 모든 수도시설을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통합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수도통합관리인프라

연도별구축단계

경제적 측면
인력절감(생산성향상)
대외경쟁력확보

직무만족도(삶의질향상)향상
행정적 측면 운 효율성 증대

운 관리의 과학화

대국민 만족도서비스
사회적 측면 대외 이미지 개선

대외 업무처리 원활화

기술적 측면
직무유연성
기술경쟁력 확보

●수도시설 통합관리의 기대효과● ●수도시설 통합관리 유·무형 효과분석●

권역 추진단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도권 안정화단계

충청권 통합운

전북권 통합운

전남권 안정화단계

강원권 구축단계

경북권 구축단계

경남권 구축단계

구축 안정화 통합운

통합운 체계구축 안정화 통합운

투자심사 통합운 체계구축 안정화 통합운

실시설계 통합운 체계구축 안정화 통합운

실시설계 통합운 체계구축 안정화 통합운

구축 안정화 통합운

통합운

구 분
화폐가치화(단위:억원/년)

유형효과(인력절감) 무형효과 계

계 41.9 (102인) 202.0 243.9

수도권 16.0 (40인) 96.6 112.6

충청권 6.4 (16인) 21.9 28.3

전북권 14.8 (37인) 66.5 81.3

전남권 4.7(9인) 17.0 21.7 

광역상수도 •권역별 통합 급수체계 조기 실현
•가동률 제고 및 수처리 고도화

지방상수도 •광역-지방간 통합운
•사업확대와 재무안전성의 균형

하 수 도 •상·하수도 통합형 사업 개발
•민간 기업과 공동사업 추진

산업용수및
해수담수화

•고부가가치 용수시장 진출
•중·대규모 해수담수화 사업 진출

시설A

통합운 센터

취수장
가압장
정수장

시설B
취수장
가압장
정수장

시설C
취수장
가압장
정수장

시설D
취수장
가압장
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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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효율화
양질의수돗물공급, 서비스의획기적개선을위해지방상수도운 효율화사업을추진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산업은 정부투자기관인 K-water가 운 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자치단체(164개)가 개별적으로 운 하는 지방상

수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상수도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세하여 운 효율이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특·광역시를 제

외한 시군 지역은 상수도사업 재정적자 누적 등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운 현황

지방상수도 효율화는 지자체가 운 하던 지방상수도를 수탁하여 효율적으로 운 ·관리함으로써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과 질 높은

수돗물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국내 수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내 지방상수도 운 상

의 재정적, 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수도 급수 서비스의 수혜 형평성 추구, 유수율 향상 및 통합운 을 통한 원

가절감 등 경 효율 극대화, 전문가에 의한 수질관리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 등 고객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하여 주민, 지자체,

전문기관 모두가 Win-Win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운 관리

지방상수도 운 실태

●전국평균급수보급율은 91.3%이나특·광역시는 99.1%, 시군 지역은 40.7%로 불균형심화

●전국평균수도요금은 563.2원/㎥이나강원도 A군은 1,276.8원/㎥, 경북 B군은 338.7원/㎥으로지역간최고 3.77배

●2006년 상수도통계기준전국평균생산원가(704.4원/㎥)대비 요금수준(577.3원/㎥)의 현실화율(전국평균 82.0%)이

낮아적자경 반복및양질의수돗물공급에차질

●지방상수도종사자의평균근무기간은 2년, 5년 이상근무자는 37%에 불과하며, 하루 10만㎥이하정수장중 17%인

92개소는청경, 일용직만근무

주 민 지 자 체 전문기관

-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혜택 - 고유 수도행정 수행 - 공기업의 책임있는 경

- 보다 향상된 서비스 - 상수도 부채 해소 -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저렴한 요금 혜택 - 절감 예산 타사업 투자 - 고용전환 공무원 신분보장

- 지방행정 주민신뢰 향상

●지방상수도 사업 효과●



수탁전 수탁후(2007년)

51.7%

64.5%

12.8%
증가

수탁전 수탁후(2007년)

64.7점

10.3점
증가

7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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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는 2004년 논산 수도서비스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08년 6월 현재 13개 지자체(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공업>, 고

령, 금산, 동두천, 거제, 양주, 나주, 단양) 지방상수도의 수돗물 공급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20~30년 동안 총 4,414억 원에 달하는 시설개선비를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IT기반 통합운 체계 구축과 과학적 관망관리 등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여 경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현황

2003 20082007200620052004

1
2

4

9
10

13

●지방상수도 수탁운 (13개 사업장)●

●유수율 및 고객만족도 : 1년 이상 운 8개 지자체 평균●

’03년 논산
’04년 정읍
’05년 사천, 예천
’06년 서산, 천안, 고령, 금산, 동두천
’07년 거제
’08.6월 양주, 나주, 단양

2007년까지 활발하게 추진되어 온 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예천군, 서산시, 고령군, 금산군, 동두천시 등 8개 지방상수도운용 효율

화 사업의 그 간의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노후관로에서 새는 수돗물을 저감하고 개선하기 위해 약 18,000건의 누수복

구를 실시하고, 노후 수도 관로 233km와 수도 계량기 약 32,000 전을 교체하여 평균 유수율을 51.7%에서 64.5%로 크게 증가

시킴으로써 연간 약 1,000만 톤의 누수량 저감과 45억 원에 상당하는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누수복구 전담반과 24시간 콜센터 운 , 무료 옥내 누수탐사, 수돗물 수질조사 지점을 확대하고 검사항목을 강화하는 등 차

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돗물의 품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해당 주민들의 고객만족도를 평균 64.7점에서 75.0점으로

향상시켜 수도 서비스 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 습니다.

지방상수도운 성과

수탁을 받은 지방상수도의 효율적 운 을 통해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물 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수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과 연계한 상하수도 통합관리를 통하여 물 관리 종합서비스를 제공

하며, 이러한 국내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 축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수도산업경쟁력제고

유수율 제고 고객만족도 : 자체 조사결과(’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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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개발과CDM
기후변화대응을위해신·재생에너지개발및CDM 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K-water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water는

2007년 말 현재 총 설비용량 1,019㎿로서 국내 수력 발전설비(1,596㎿)의 64%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소재 시화호

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254㎿)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4,982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304MW 규모(정부목표의 7.9% 해당)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수력 발전

K-water는 1991년 6월 주암댐 하류 광천 소수력 발전소 가동을 시작으로 용담, 안동, 횡성, 천 소수력 등과 2007년 4월 상업

발전을 개시한 주암 소수력을 포함하여 전국 18개소에 27기로 총 설비용량은 1만5,434㎾의 소수력발전소를 운 중으로 국내 소

수력발전의 약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청 조정지댐, 성남정수장, 대구시 고산정수장 등에 소수력 개발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소수력1(안동댐, 장흥댐, 성남Ⅰ)은 연간 15,473천㎾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연간 9,689톤의 이산

화탄소 감축효과를, 소수력2(대청댐, 주암댐, 달방댐, 성남Ⅱ)는 연간 13,996천㎾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연간 8,697톤의 이산

화탄소 감축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력 발전

K-water는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에너지 개발을 통한 무공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설비용량 25만4천㎾(25,400㎾×10

기), 총사업비 3,551억 원의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2009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연간

552,700천㎾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연간 315,44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550억 톤의

해수유통을 통해 시화호 수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시화호 생태계 복원과 함께 서해안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경기도 안산시 시화방아머리 일원의 풍부한 풍속을 이용하여 3천㎾(1천500㎾×2대)의 풍력발전기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완료하 습니다. 시화풍력은 연간 6,293천㎾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연간 4,013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태양광발전 사업은 2004년 12월에 성남정수장 10㎾, 2006년 12월에 대청댐 물문화관(30㎾)을 설치해 자체전원으로 사용하고 있

으며 2007년 12월에는 창원 본포취수장에 99㎾를 상업용으로 개발 완료하 습니다. 또한 남강댐 상류에 1,500㎾급 태양광 개발

을 위해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으로 연간 2,077천㎾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연간 1,146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예

상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개발

구분 개발현황 비고

소수력 안동 소수력 등 18개소 운 설비용량 15.4MW

조 력 시화조력 건설중(세계 최대) 설비용량 254MW

풍 력 시화풍력 건설중 설비용량 3MW

태양광 본포 태양광 등 3개소 운 중 설비용량 140kW

수온차 냉난방 대청댐, 주암댐, 청주정수장 3개소 운 중 설비용량100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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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대 상 UN 등록일 연간발전량 (Mwh/y) CO2 감축량 (톤 CO2/y)

시화조력 시화 조력 ’06. 6 552,700 315,440

소수력1 안동댐, 장흥댐, 성남1 ’06.10 15,473 9,689

소수력2 대청, 주암, 달방, 성남2 ’07. 2 13,996 8,697

시화풍력 시화풍력 ’08. 1 6,293 4,013

계 588,462 337,839

수온차 냉난방

수온차 냉난방사업은 하천수 또는 댐 저층수의 온도가 대기 온도보다 여름철에는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수온차 현상을 이용하여

해당 에너지를 냉난방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전력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암댐, 대청댐 및 청주정수장에 수온차 냉난

방설비를 설치하 으며,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K-water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CDM사업으로 등록하여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월 공공부문 최초로 CDM사업에 착수하여 2008년 1월까지 총 4건을 유엔에 등록하여 CDM분야에서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CDM사업으로 댐 및 수도부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1기)과 정수장의 소수력발전

(2기), 수도사업장의 펌프 효율 및 유수율 제고 등 에너지 효율향상 부문이 있습니다. 

CDM사업UN 등록

2007년 10월에는 Unilateral CDM 방식으로는 국내 최초로 소수력1 CDM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CER) 판매계약(’07.10)을

네덜란드 ABNㆍAMRO은행과 체결함으로서 국내·외 탄소시장 활성화에 대비하는 친환경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K-water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인 다목적댐 운 ·관리노력을 실천하고, 댐·수도설비의 에너지 효율 향

상 등의 신규 CDM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차원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한편,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출권거래

※ CO2 배출계수는 한국전력에서 발표하는 최근 3년간 화석연료 이용 발전소의 CO2 배출량의 가중평균 배출계수 적용
※ 소수력1(안동, 성남1, 장흥 소수력), 소수력2(대청, 성남2, 주암, 달방 소수력)

배출권 거래

배출권 거래 준비 : 선진 거래기법 도입

- Post-2012 의무감축국 지정에 대비 배출권 거래 전략 마련
- ECX, ACX 등 국제 배출권 거래소 공개시장 참여
- IETA 등 배출권 거래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Unilateral CDM사업 배출권 판매계약 체결(’07.10)

- 배출권 구매계약자 : 네덜란드 ABN·AMRO 은행
- 계약물량 및 예상수익 : 6,782CO2ton, 1억 6천만원 예상

청정개발체제
(CDM)

수력

지열
바이오

태양광
에너지

조력
발전

풍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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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도시공간및산업단지건설
자연과사람이함께어우러지는쾌적한도시공간과친환경첨단복합도시를건설합니다.

1977년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소산을 위해 시작된 안산 및 시화신도시 개발사업은 1993년 반월공단과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를 조성한 안산1단계 사업(49.75㎢)이 마무리 되었으며, 2008년에는 안산2단계(9.58㎢) 및 시화1단계 (57.11㎢)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안산 및 시화신도시 개발 사업은 국민의 주택난 해소 및 수도권의 집공장을 분산·수용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지역균형발전에 일

익을 담당하 습니다. 특히, 안산신도시는 국내 최초 계획도시로 개발되어 공원녹지율, 도로교통망 등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시가지 녹지율이 63%로 전국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조성되었습니다.

안산및시화신도시

정부의 기간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지형적, 지리적 특성과 산업의 연계

성 등을 감안하여 입주 업종을 선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된 친환경 단지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구미 국가산업단지

는 고부가가치의 디지털 전자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으며 1995년까지 5.7㎢를 준공하 고, 2009년까지 6,8㎢를 준공할 예

정입니다. 또한 단지를 관통하는 낙동강을 수원으로 하여 하루에 33만 톤 이상의 물을 공급하고 있어 산업단지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1973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되는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로서 2000년까지 11.3㎢를 준공하

으며, 2010년까지 7.8㎢를 준공할 예정으로 국내 최고의 종합석유화학단지 건설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 습니다.

친환경국가산업단지

시화호 방조제 축조로 형성된 간석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하여 2004년 1월부터 중앙정부, 지자체, 시의회, 지역 시민·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운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그간 시화호로 일그러진 시화지구를 유

통, 상업, 휴양, 첨단산업과 관광·레저를 겸비한 친환경적 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시화호 북측간석지에는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를, 시화호 남측간석지에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는 수도권 중소기업의 계획입지 공간제공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며 첨단 벤처산업을 유치하여 기존 시화·반월 공단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며, 시화호 수질개선을 도모하여 친환경

적인 해양형 첨단복합산업단지(9.26㎢)로 탄생될 것입니다. 송산그린시티 역시 남측간석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54.69㎢

(1,654만평)의 부지에 2022년을 목표로 자연환경과 관광·레저·주거가 어우러진 인구 15만명 규모의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도시

전체에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미래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화MTV 및송산Green City

시화호 조력발전소는 시화방조제 작은 가리섬에 위치하며, 발전용량은 254MW로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조력발전소는 해수유통

을 통한 시화호 수질개선과 정부의 대체에너지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04년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

에 있습니다. 조력발전소가 운 되면 해수 유통량이 약 1억 6천만 톤으로서 현재보다 5배 정도 증대되어 시화호 수질은 외해와 같

은 2.0ppm 정도의 수준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며, 생태계도 해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발전량이 553백만kwh로 인구 50만 도시의 연간 공급 규모에 해당되며 무공해 청정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연간 862천 배럴

의 유류 수입절감 효과와 연간 315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화호조력발전소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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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시장개척
축적된경험과기술력을바탕으로해외물시장에적극진출하고있습니다. 

WTO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더불어 세계 물 시장은 개방화와 민 화를 근간으로 하는 자율경쟁체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water는 세계 물 시장 진출을 통하여 국내 물시장의 정체된 수요를 극복하고,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을 통한 기술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해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시장패러다임변화

새로운 사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사업의 질적 도약을 위하여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에 사업 거점을 마련하고, 해외

투자사업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2011년 해외 매출액 1000억 원 달성과 세계 물 시장에서 K-water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

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 단계별 추진절차와 유의사항을 구체화한 해외 투자사업 매뉴얼

과 해외 현지수행업무 매뉴얼 등을 마련하 고, 해외사업의 수익성을 검증하는 사업성 평가시스템과 각종 사업 리스크를 인식 및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추진전략수립

베트남 Kien Giang 식수개발사업과 Longan성 상수도 타당성 조사사업을 수주하여 베트남에서 사업입지를 강화하 고, 르완다

Nyabarongo River 식수개발 타당성 조사사업, 케냐 Asembo 정수장 건설 및 Suswa 상수도 개보수 사업, 방 라데시

Chittagong 시 상하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라오스 Bolikhan군 식수개발사업을 수주하여 총 8건의 수주 사업 중 절반을 기진

출 외 국가에서 수행하므로써 해외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하 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기술력과 공신력을 인정받아

Krang-Ponley River 수자원 개발사업을 수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업체간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필리핀 수력발전 사업과 인도네시아 상수도 건

설사업 등 해외 직접 투자 사업을 발굴하여 해외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역량강화

국내 민간기업과 상생적 동반자 관계 및 전략적 제휴 강화를 위한“2007 해외 물 산업 포럼”을 개최하 고 국제기관과 전략적 제휴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캄보디아 수자원 기상부와 기술협력 및 수자원 분야 공동사업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으며,

몽골 건설도시개발국과 울란바트로시 수자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하 습니다.

전략적제휴및교류확대

외국의 다국적 물 기업들과의 경쟁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물 전문기관인 K-water는 지금까지 16개

국 25개 사업을 수행하며 구축된 로벌 네트워크와 지난 40년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적, 재무적, 기술적으

로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민간기업과 공동 진출을 시행하여 민간기업과 상생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최근 급성

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역 물 시장에 공동 진출하여 기업 미션을 달성하고 세계 최상의 물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속의물종합서비스기업

수행중인사업 완료사업

11개국 13개 사업 (229.3억 원) 9개국 12개 사업 (178.2억 원)

●아시아 : 인도, 캄보디아, 아프간, 스리랑카, ●아시아 : 중국,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이라크, 방 라데시, 라오스, 베트남 아프간, 인도네시아, 이라크, 몽골

●아프리카 : 적도기니, 케냐, 르완다 ●남아메리카 : 페루



물의경쟁력을높이다



물은재생가능한자원이지만자정과순환의속도를앞지르는인구증가와

늘어만가는유해물질들로우리나라도이제는물부족국가가되고있습니다. 

건강하고깨끗한물을안정적으로제공할수있는기업이되기위해한국수자원공사는

혁신경 , 투명경 , 전문경 , 로벌 인재양성을통해세계최상의

물종합서비스기업으로거듭납니다.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8

경제적지속가능경 전략
성장동력사업육성과핵심기술확보를통해 로벌성장기반을확보해가고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물 산업 시장구도의 변화

등 급변하는 경 환경에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고, 기업의 미

션 및 비전의 달성과 로벌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경 전략을 추진하고, 이로부터 얻어진 경제적 성과는 이

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경 환경에대응

국가의 재정부담은 경감시키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운 효율화사업, 하수도사업, 해외사업, 하천사

업을 성장 동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장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의 광역상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상수도, 하수도, 해

수담수화 등 수도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댐 운 을 중심으로 하천관리·조사, 환경용수 등 하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물 순환체

계 통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장동력사업육성

기존 사업에 대한 경 효율성 제고와 성장 동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R&D 투자를 확대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자 합니다.

첫째, 수자원개발, 광역상수도등고유사업

둘째, 지방 상·하수도및하천사업등관련다각화사업

셋째, 권역별통합운 , 급수체계조정, 고도 수처리및핵심기술개발

넷째, 친환경및신재생에너지사업

핵심기술의확보

고객중심경 을 통한 고객만족으로 고객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식경 과 6시그마를 상시 경 혁신의 Tool로서 적용하여 경 혁신

활동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고객및혁신지향

로벌 성장기반 확보

성장동력
육성 물통합체계구축

R&D투자확대

지식경 6시그마

고객만족 제고

상시 경
혁신

핵심기술
확보

경제적 성과공유
고객중심
경

●경제적 지속가능경 추진전략●

●중장기 재무계획●

구분(억 원) 2008 2010 2013 2015

매출액 22,219 27,896 32,486 39,153

순이익 702 1,472 1,972 2,556

자 산 122,629 141,539 166,511 175,776

부 채 22,208 35,053 50,653 52,865

자 본 100,421 106,486 115,858 122,911

총자본회전율 0.18회 0.20회 0.20회 0.23회
2008 2010 2013 2015

16,830

22,609

19,656
21,838

●연도별 투자계획(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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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유역통합관리체계로사업구조를개편하여물종합서비스기업으로거듭나고있습니다.

K-water의 성장 동력사업은 지금까지의 비효율적인 국가 물 관리체계를 혁신하여 기술력과 선진역량으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품질의 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IT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수도 및 하천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유역 통

합관리체계를 완성하여 최상의 물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성장동력사업육성

성장 동력
사업 육성

물 순환 체계
통합사업 완성

•광역 및 지방 상하수도의 통합운 체계 구축
•수량, 수질, 생태환경 등 유역별 하천 통합 서비스 제공

•신재생 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생산의 다각화
•산업단지의 고도화 등 친환경 단지사업의 내실화 추진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 등을 대상으로 확대
•2015년까지 물 분야 종합 서비스 제공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해외사업 확대

물 순환체계 통합 사업은 수도사업의 권역별 통합운 과 수자원 관련사업의 유역별 통합운 을 통해 수도와 하천 서비스의 통합을

실현함으로써 물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사업은 광역 및 지방 상하수도의 통합운 체계

를 구축하여 투자 및 운 효율화를 추구하고, 산업용수를 고도처리하여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며,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여 물

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급화를 도모하는 등 권역별 통합서비스를 실현합니다. 하천사업은 댐 상·하류, 규모별 댐 건설 및 운 , 환

경용수, 홍수정보, 각종 조사사업 등을 유역별로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량, 수질, 생태환경과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물순환체계통합사업완성

사업 포트폴리오는 물 순환체계 이외의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여 사업구조를 안정시키고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

다. 이를 위해 물 관련 간접사업 확대를 비롯하여, 자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생산의 다각화, 개발 중인 산업단지의

고도화 및 특화된 산업단지의 개발 등 친환경 단지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water는 2015년까지 MTV, 송산그린시

티 개발, 에너지사업 등 안정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신뢰받는 공익사업 수행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 전문기관 인정 및

배출권 거래수익 확보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포트폴리오구축

그동안 축적된 물 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해외의 물 순환체계 사업에도 단계적·체계적으로 적극 진출하여 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가치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진출 대상지역은 중국·인도·필리핀 등 동아시아 국가, 중남미 개발도상국,

중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 등 물 부족 지역 국가들입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 수행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반을 구축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시범사업 후 점차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단계를 거쳐 2015년까지는 물 분야의 설계·시공·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벌 기업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해외사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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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미래핵심기술개발을위하여투자확대, 연구인프라확충등종합적인연구개발활동을하고있습니다.

물의 시대에 대비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및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성장전략을 강화한 K-water 기술로드맵(Technology

Road Map) 실행 계획 및 수자원연구원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인 KIWE TECH 2015를 수립하여 2015년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

야 할 6대 전략목표, 66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 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에는 매출액 대비 7%인 800억 원의 R&D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처리 분야의 핵심기술인 KSMBR 공법 등 물 산업 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 습니다. 또한, 인적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인력을 192명에서 238명으로 대폭 확충하고, 개방형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물 산업 핵심 분야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 습니다.

R&D 투자확대

K-w
ater

기
술
로
드

맵 연구원
중
장
기

발
전
방
안

KIWE TECH
2015

물 산업 미래 핵심
기술의 지속적 확보

핵심기술 확보 전략 중장기 연구개발계획 R&D 종합 연구원 도약

•미래 시장변화 대응
•기존사업 효율성 제고
•신규사업 기술기반 확보
•14개 핵심기술

•중장기 R&D 비전제시
•비전 주도형 R&D 추진
•미래성장동력 사업 창출
•6대 전략목표

•물산업 원천기술 확보
•융합기술 성장동력 발굴
•핵심기술지적소유권확보
•엔지니어링 역량강화

● 로벌 R&D 추진 체계●

물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 및 하천통합 서비스와 기술개발 체계

선진화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천분야 기술력 확보를 위한 환경수리실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수문조사 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실습장 준공을 통하여 전문 분야별 로벌 수준의 핵심인재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R&D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 _ 건물/부지 규모 (24,149평/27,319평), 공기구 등 시험장비 (총 573 품목)

* KIWE TECH 2015 : KOREA INSTITUTE WATER & ENVIRONMENT technology 2015 

* KSMBR : K-water+Ssayong Membrane Bio-Reactor 

R&D 인프라확충

●R&D 투자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계획

매출액(억원) 10,907 11,113 11,413 11,923

투자액(억원) 729 761 800 804

투자율(%) 6.7 6.8 7.0 6.7

주) 매출액은 단지사업 매출액을 제외한 것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 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총 199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출원전 기술가치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술성 및 시장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 2006 2007

3

17

특허건수 

30

43

3

2

실용신안건수 
2005 2006 2007

11

27

65

9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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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 27

건수 누적건수 금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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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물산업R&D 중심의수자원연구원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로 K-water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K-water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혁신 역량을 중소기업 등 외부에 확산시키기 위한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 산업 분야의 상생협력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2007년도 기술료 수입 1억 원 시대에 돌입하여 세계 선진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경 체계구축

연도별지식재산권현황

물 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4년도부터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개방형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K-water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추진하

으며, (주)씨엠엔텍의 면적분할 다회선 건식 초음파 유량계 개발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총 677백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 혁

신형 중소기업에 매년 10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넘어 물 산업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의 기술혁신 역량이 사내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신사업 창출을 위한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

●지식재산권 등록현황●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익●

연 도 2005 2006 2007 계

개발 완료 1건 6건 5건 12

구매액(백만 원) 54 1,325 1,646 3,025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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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경
고객가치를창출하여고객이더행복한세상을만들어갑니다. 

고객중심경 을 10대 경 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 고객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별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6년 CRM 마스터플랜을 수립하 고, 2007년에는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

습니다. 2008년 6월에는 CRM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통합 Call Center인 K-water 고객센터 운 을 시작하 습니다. 또한, 

전략실행관리체계(BSC)의 최종 목표를 고객만족을 통한 지속가능경 으로 설정하고 고객중심경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경 추진전략

고객만족경 기반조성

•CRM 마스터플랜 수립
•3년 연속 요금 동결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

STEP 1
(’06)

STEP 2
(’07)

STEP 3
(’08~)

고객만족경 시스템 구축

•CRM 시스템 구축 착수
•단수없는 수돗물 공급
•VOC 적시처리율 100%
•상수도 서비스 국제표준 도입

고객만족경 선진화

•CRM 시스템 운
•고객 맞춤서비스 제공
• 로벌 서비스 이행표준 수립
•서비스 아카데미 운

●고객중심경 단계별 추진 전략●

경 환경 변화 및 다양한 고객니즈 충족을 위하여 전사적 고객만족경 전략 및 본부별

세부실행과제를 수립하여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 “고객서비스의 품질 향상”, “공기업의 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위

해 고객헌장 서비스이행 표준도 성실히 이행하 습니다. 이 결과 2006년 국가 고객만족

도평가(NCSI) 1위에 이어 2007년에는 공기업 고객만족도평가(PCSI)에서 최고수준인

AA등급을 인정받았습니다.

고객만족도AA 등급

요금 인상요인(3년간 요금동결, 신규시설 취득, 물가상승, 법정부담금 인상 등)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원가상승과 고객의 가

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원가관리 로드맵 수립·추진 및 6시그마 활동 등 다양한 원가절감 노력으로 원수 및 정수 요금을 4년

간(’05~’08) 동결하여 기업 가격경쟁력 제고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 습니다.

4년간요금동결

지방상수도 시설개선을 위하여 고객의 모르는 부분까지도 찾아서 서비스 하는 Service Searching 기법인“지방상수도 단계별

기술지원(TSS)”시스템을 구축 운 하고 있으며, 2007년 9개 정수장에게 기술 지원하 습니다. TSS를 실시한 정수장의 정수 수질

및 고객만족도가 개선되었으며, 관망 및 유수율 분야 등 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망 및

유수율 제고 분야 기술지원을 위한 전담 관로진단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TSS(Total Support Service)

2004 2005 2006 2007

80
83

87

AA등급 
(93.5)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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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돗물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수돗물 의식과 자체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돗물 신뢰향상 및 오염예방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 습니다. 수질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수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

수질박물관을 통해 수질관련 전문 정보 및 일상생활에 유용한 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체 고객헌장 및 서비스이행표

준에 의거 수돗물 단수 보증시간인 32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투명한수질정보제공

K-water는 고객을 직접고객과 간접고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직접고객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 수탁 지방상수도 급수인구,

분양고객이며, 간접고객은 NGO·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홈페이지 고객, 대국민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객의 특성에 맞는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별맞춤형서비스제공

고객만족 실천을 위해 서비스 이행표준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고객만족

활동 참여를 위해 각종 고객만족 성과지표에 의거 인사와 보수에 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VOC 채널을 가동하여 고객들의

Needs를 최대한 반 , 고객중심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있

습니다.

고객서비스개선프로세스

구 분 서비스제공내용

직접고객 요금할인(장기사용 할인 등), 계량기 일괄관리, 긴급 출동서비스, 단수없는 수도관 교체공사, 옥내누수 무상점검,

분양관련 대출알선 등

간접고객 사회공헌 활동·효나눔복지센터· 어 원어민강사 지원, 견학·체험프로그램, 워터투어, K-water 뉴스레터, 

K-water 병물 무료제공등

VOC 채널

•홈페이지 고객제안
•고객간담회, 만족도조사
•고객참여위원회
•수돗물 수질협의회 등

고객만족도조사

•정부 고객만족도조사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지방상수도고객만족도조사
•지역주민고객만족도조사

고객 Needs 파악

•요금의 적정성
•수질(맛, 냄새, 색깔)
•고객편의성 증대
•신속한 정보 제공

고객서비스개선

•4년연속수돗물값동결
•정수장수질등급평가제
•계량기원격검침
•사이버수질도서관구축

VOC 분석

•VOC 분석 시스템
•TF 개선사항 검토
•고객 설문결과 분석
•주요 불만원인 추출

의사결정

•CEO 경 전략회의
•전국 확대간부회의
•고객만족 TF회의
•지역본부별 3CS 회의

고객서비스
개선 활동

Feed Back

수도요금, 신청절차및방법
●홈페이지(www.kwater.or.kr) 빠른서비스(요금안내)에접속하시면상세한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댐수위, 저수량, 방류량등수문자료
●K-water가 운 하는 모든 댐에 대한 수문정보는 국가수자원관리 정보관리시스템(www.wamis.go.kr)에 접속하시면
실시간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수도시설부지사용허가
●수도시설부지는수도시설의보호와유지·관리를위해확보한부지로서, 원칙적으로사용허가는제한되어야하나, 사용
으로인하여수도시설의용도나목적에장애가되지않는범위내에서, 국민기초생활유지측면등을고려하여최소한으로
부지사용을허가하고있습니다.

●문의는홈페이지(www.kwater.or.kr) 빠른서비스(고객상담실/고객의소리)를이용하시거나, 관할관리단및센터에문의
하시면보다빠른안내를받으실수있습니다.



'06.3 '06말 '07말

17%

65%
71%

2005 2006 2007

3.9

5.6
6.2

2005 2006 2007

44.8%

51.5%

70.5%

기간 1999~2001년

전사적 지식경 구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

•지식경 마스터 플랜
수립

•지식경 시스템
(OASIS)구축

•지식경 인지도 확산

•지식관리 프로세스
정립

•지식경 을 위한 각종
제도 운

•지식경 활성화이벤트
수행

•자율적 지식경 활동
수행

•지식활동과혁신활동의
연계

•Best Practice 공유
및 전파

•협력업체 및 고객과의
지식공유 및 연계

•외부조직과의 지식
교류시스템 구축

•BSC를 통한 전략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지식경 기술적, 제도적
하부구조 구축

조직내부의 지식, 
지식관리활동의 통합

외부조직과의 지식, 
지식관리활동의 통합

2002~2003년 2004~2006년 2007~2009년

관리
목표

추진
과제

초기단계
(Initiation)

확정단계
(Propagation)

내부통합단계
(Integration)

외부통합단계
(Net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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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그마와지식경
지식경 , 6시그마등경 혁신기법을적극활용하여기업경쟁력을높이고있습니다.  

1999년 정원의 31%를 감축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귀중한 지식과

업무 노하우가 사장되는 데 대한 뼈아픈 반성에서 지식경 이 도입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대거 퇴직으로 수년 동안 K-water에 쌓 던 지식이 사라지면서, 직원

들이 가진 지식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발굴·창출·축적·공유할 것인가를 최대

과제로 고려하 습니다. K-water는 K-water 전체의 조직과 문화, 업무 프로

세스는 물론 사업 전략까지 지식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총체적 변화 과정이 필요

함을 인식하고, 인프라 조성과 핵심지식 창출, 시스템 구축, 평가 및 보상체계

확립을 단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하 습니다.

현재 700여 개 학습조직이 결성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창출한

지식 및 제안 6만여 건, 업무 프로세스 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500만여 건이

등록되어 직원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찾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 의도입과활성화

K-water는 2007년 12월 매경-부즈앨런‘지식경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지식경 실천기업으로 자리매김하 고, 

정부로부터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K-water의 지식경 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뿐

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K-water의 혁신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들의 혁신에 대한 마인드 및 수용도 제고를 통해 6시그마 등 혁신활동을 추진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지식경 추진성과

●지식경 의 단계별 추진계획●

●성과보상 만족도● ●1인당 지식마일리지● ●제안 실행율●

2005 2006 2007

126

240

340

(백만원)

●지식·제안 포상금●

※ 학습조직 : 700개 l  지식/제안 : 6만 건 l  문서등록 : 500만 건



K-water형 6시그마로 진화

+ +현재방식

중점분야

추진항목

•업무개선 전문가 육성
•성과창출 토대 마련

•우수인력 GB, BB 양성
•6시그마 인프라 조성
•계층별 교육 및 공감대 확산

•전략의 실행방법으로 정착
•업무프로세스 상향 표준화

•공사경 과 일체화
•공사의 일하는 방식으로 체질화

•성과창출

•기업문화로 정착

일하는 방식

추진단계

현재방식
6Sigma
방식

6Sigma
방식

새로운
업무방식

도입기
2006

확산기 정착기
2008 2010

STEP to Global Best

41

2006년 K-water는 로벌 수준으로 급격히 발전해 가는 하드웨어 시스템에 맞추어 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로벌 베스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6시그마를 도입하 으며, 6시그마를 단순히 과제를 개선하는 Tool이 아닌‘업무개선 전문가 육성’과‘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하여 기업문화를 바꾸는 경 혁신 활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water는 6시그마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6년 10월‘6시그마 경 혁신’을 대내외에 선포하 고, CEO 시범과제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모든 임원이 6시그마 과제를

솔선수범하여 수행함으로써 혁신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6시그마경 혁신

K-water는 BSC(Balanced Score Card)와 연계된 개선 과제 수행을 통하여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CEO와

임원을 비롯한 137명의 Green Belt와 94.5억 원의 재무성과를 거두었으며, 2008년 6월 현재에는 Green Belt 61명과 Black

Belt 22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내공모에 의하여 선발된 FEA(Financial Effect

Analyst)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K-water는 6시그마를 통하여 창출된 개선안을 지식 또는 제안으로 지식경 시스템에 등록하여, 조직의 지식으로 축척, 공유, 확

산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개선을 위한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K-water는 6시그마와 기존 혁신활동과의 선순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 최상의 물 종합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개선과제추진을 통한 고객가치창출에 주력함으로써,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사명’을 실행하는 총체적 경 혁신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6시그마추진성과

●6시그마 추진방향●

●6시그마 추진성과● ●과제리더들의 성과브리핑●

'06년 '07년上 '07년下 '08년 현재 

19명 

19명 
(1명)

12명 

11명 
22명 

45명 

57명 

84명 83명 

GB(챔피언 GB) BB FEA

73명 
(12명)

61명 
(1명)6.6억 

47.4억 

40.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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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인력(누적) : 243명
-GB : 137명(챔피언GB : 13명)
-GB :  61명(챔피언GB : 1명)양성중
-BB :  22명 양성중
-FEA :  23명

※ 재무성과(누적) : 94.5억



물로돌아가다



태초에물이있고그안에생명이잉태되니물은어머니요, 생명의시작입니다. 

물, 공기, 대지... 이 모든자연이후대에게물려줄유산이아니라

후대에게서빌려온자원이라면좀더잘써야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친환경적인물관리와더불어환경보존과청정에너지생산사업을통해

세대가거듭되도푸르고건강한자연이지속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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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지속가능경 전략
K-water의환경경 은법규준수를넘어서새로운환경가치를창출하고있습니다. 

고
품
질

환
경

서
비스

제공 환경경

인
프
라

구
축

산확도지인경경환

•환경친화적 설계 및 시공
•맑고 깨끗한 물 공급

•기후변화 협약 및 청정 에너지(CDM) 생산
•환경리스크 저감 및 신규환경가치 창출

•환경성과평가 및 녹색구매 시스템 고도화
• 로벌 환경경 기반 강화
•지속가능경 보고서 발간 및 검증
•ISO 14001 인증 및 유지활동
•LCA(전과정 평가) 및 환경라벨링 확대

•ISO 인증심사원 양성 및 내부심사원 활용
•친환경 공급망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
•이해관계자와 친환경 커뮤니케이션

환경경

환경경 최고기업[Eco-1st]으로
브랜드가치제고

▶2002년부터 환경경 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인 경 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과 환경이

조화를이루는경 체제로전환하 습니다.

▶경 활동으로 발생되는 환경 향과 환경경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성과평가(EPE) 시스템을

구축·운 하고있으며, 지속적인성과개선을위한 EPE 지수를설정하여전략실행과제(BSC)로 관리하고있습

니다. 

▶ K-water의 환경경 은법적인환경성과관리수준을넘어서, 리스크를사전에예방하며,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거래등신규환경가치를창출하는방향으로고도화되고있습니다.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친환경 커뮤

니케이션을활성화하고있습니다.

▶ ISO24500(상하수도 서비스 국제 표준), ISO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규격)을 도입하여 로벌 환경경

기반을강화하며, 환경경 을선도해나갈예정입니다.

로벌환경경 체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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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 체제
다양한환경경 프로그램을운 하여사업장환경성과를개선하고있습니다. 

2002년 10월 환경경 시스템(ISO 14001)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매 3년마다 갱신 심사를 통하여 환경경 시스템의 효과성을

검증 받고 있습니다. K-water의 ISO9001/ISO14001규격은 사규에 반 하여 운 되고 있으며, 사규에 제시된 환경경 업무절차

에 따라 각 부서는 환경 향평가, 목표수립, 환경감사 및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1월에는 로하스경

대상(환경재단)과 12월에는 2007지속가능경 대상(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을 수상하여 K-water의 환경경 시스템 및 경

성과를 다시 한번 검증받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경경 시스템

환경경 활동을 통해 달성되는 환경성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3년에 ISO14031에 근거한 환경성과평가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프로그램을 도입·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환경성과는 경 평가에 5%

반 하여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환경성과 제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환경성과평가 전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환경성과 관리 및 내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1월에는 국내 최초, 환경성과평가 전산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 습니다.

환경성과평가(EPE)

환경경 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을 위하여 매년 사업장 단위의 환경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사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내부심사를 실시한 후 외부인증기관이 무작위로 선택한 각 사업 부문별 대표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경 프로세스, 교육, 사고대응

활동 등 환경경 시스템 전반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에는 ISO인증심사원 13명을 양성하여 ISO 규격에 대한 자체

보증역량을 강화하 습니다. 2007년에는 내부심사에서 70건, 외부심사에서 12건의 부적합 사항이 지적되어 조치되었습니다. 

환경감사

•환경방침/실천 강령
•환경경 목표 수립
•환경경 추진계획
•환경 친화적 설계

•환경목표 추진계획 실행
•친환경 수자원개발/관리
•청정에너지 생산
•녹색구매, 환경회계

•내부심사/사후인증심사
•환경성과평가(EPE)
•정부경 평가/내부평가
•전과정평가/환경라벨링

•경 검토
•지속가능경 보고서
•부적합사항 시정/개선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ion)

●환경경 프로그램●

●환경성과평가(EPE) 운 체계 및 환경성과 개선●

2005 2006 2007

89점
100점

111점

Feed-Back

지표 및
가중치 조정

실행 및 결과
입력(분기별)

부서 경 평가
(5%)

환경
성과
개선

EPE 지수

6대 사업군 지표(관리 평가 지표)
(댐건설, 수도건설, 단지건설, 댐관리, 

수도관리, 하수도관리) 사업장 주변 환경 향 및 환경성과를 계량 관리하여 환경오염 부하
저감 등 환경적 책임 이행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기여

수자원
본부 지표

수도본부
지표

전사(핵심) 지표

기술본부
지표

주요 녹색구매 탁수 슬러지
지표 비용 방류일수 재활용(%)

‘06 46억 29일 93

‘07 63억 22일 100
(37% ) (24%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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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Network
녹색구매, 친환경공급망관리및환경회계를통해환경역량강화에기여합니다.

녹색구매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과 자연에 친화적인 녹색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로서, K-water는 환경마크, 에너지재활용

마크의 친환경상품과 환경성적표지 제품, 에너지효율관리제품을 녹색상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K-water는 생산·소비단계에서

의 환경경 실천 강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녹색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 제도 및 구매시스템 개선

을 통하여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녹색구매 실적은 63억 원에 이르러 2006년의 46억 원 보다 37% 증가하 습니다. 이중에서 간접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

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구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억 8천만 원 규모의 에너지 효율관리제품을 구매하 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 제품 구매활성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4,186억보다

2.9% 증가한 4,309억 원에 이르러, 2007년 11월에는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 습니다. 

녹색구매

건설분야 상생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확산을 위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을 선정하여 발주기관과 원수급자, 하도급자가

공동 참여하여 상생협의체를 구성·운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라는 대화채널을 통하여 원수급자 및 하도급 업체 간의 문제

점을 조율하며, 애로사항 해결 및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4개 건설사업 외에 댐 및 수도 건설공사 등

7개 건설 사업으로 확대 운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 상생협력 운 매뉴얼 배포, 협력업체 기술지원 사업 등 건설분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성공수행으로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상생협력

Green Network

녹색구매
선도

건설업체
상생협력

중소기업
환경경
지원사업

•ISO인증기관과 MOU 체결
•협력업체 환경경 체제 구축 기술 및 비용 지원
•협력업체 담당자 환경경 교육 및 사후관리

•발주자·원수급자·하수급자간 상생협의체 운
•상생협력 홈페이지 운 등 상시 의사소통체계 구축
•중소기업제품 구매활성화(내부평가 반 등)
•협력업체 기술교육 등 기술이전

•물품구매 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
•녹색구매 전산시스템 개발·운
•녹색구매 실적을 부서 경 평가 반
•친환경상품 진흥원과 MOU 체결 및 시스템 연계

2004 2005 2006 2007

16억

33억

46억

63억

●녹색구매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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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적 책임은 기업 자체의 책임에서 이미 제품 전과정으로 확산되었으며, K-water는 협력사와 함께하는 환경경 을 실천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환경경 지원 사업을 통해 공급망을 포함한 환경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의 환경경 및 청정

생산 체계 구축은 중소기업의 환경경 능력을 강화시키므로, 최종적으로 주관기업인 K-water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

다. K-water는 인력, 정보 및 인프라가 부족한 협력회사(중소기업)가 환경친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ISO14001 구축을 위한

환경경 교육 및 인증심사, 인증비용 지원 등 다양한 환경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협력업체와 함께 완수하고, 산업 전반의 환경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환경경 지원

K-water는 환경경 성과를 계량화하여 합리적인 경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회계 시스템을 운 하고 있습니다. 2003년 지식경제부(구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환경회계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K-water에 적합한 환경원가 개념과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2000년 이후 연도별 환경원가와 환경투자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환경원가는 1,210억 원으로 사업원가의 11.0%, 환경투자는 653억 원으로 총투자의 10.0%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

에는 환경회계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 하기 위해 관리회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 습니다. 산출된 환경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향후 신규 환경투자 및 환경자본예산 수립시 의사결정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환경회계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환경회계

K-water

ISO
인증기관

MOU ISO심사/교육/
인증비용

심사원
훈 련

ISO인증

인증비용

환경친화적
제품·서비스

협력회사
(중소기업)

●중소기업 환경경 지원사업 체계●

●총 원가대비 환경원가 비율● ●총 투자대비 환경투자 비율●

2004 2005 2006 2007

8%

895억 

1,217억 1,215억 1,210억 

12% 11% 11%

2004 2005 2006 2007

14%

1,178억 

548억 

728억 
653억 

1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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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수자원개발
문화와휴식공간으로서, 또한건강한생태계보전을위해친환경성을더욱강화하고있습니다. 

K-water가 수행하는 수자원, 수도 및 단지사업의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환경 친화적 설계지침(2003)”을 준수하여 건설 활동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향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또 하나의 자연 환경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설계및시공

단지친환경설계

수자원
신규 댐 및 기존 댐에 대하여 댐 주변 생태 복원 및
휴양시설 조성 등

시화, 안산신도시에 관광, 휴양기능이 조화된 친환경
미래지향적 첨단복합도시 건설

산림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2002년부터 공동으로 시행 중인 숲 가꾸기 사업은 5년간 장흥댐 주변 1,800ha와 대곡댐 주변

1,300ha에 시범사업을 수행한 후, K-water에서는 매년 숲가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청에서는 실시설계 및 사업을 지속적

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댐 유역에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증진과 생태적 건전성을 도모하고 홍수기 토사유출로 인한 탁수

발생 등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갈수기에는 토양에 수분을 유지해주는 녹색 댐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민

에게는 호수와 산림을 연계하는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숲 가꾸기개념 : 가지치기, 간벌, 수종갱신, 복층림조성으로생태적으로건전한숲을조성하는것을의미

댐유역숲가꾸기사업

평림댐배면

수도권통합운 센터전경

수도
옥외 공간의 생태복원과 휴양시설 조성으로 주민친화적
수도사업장 조성

“좋은건설발주자상”은 대통령자문기구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국토해양부)가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물의 기획, 설계, 사후 관리 등에 우수한 사례를 선정, 표창하는 시상제도로서 K-water는 시화호 인공습지사업을 주제로
참여하여제1회수상자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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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긴급한 과제입니다. K-water는 댐 건설, 단지개발

등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하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물종 보존, 생물서식처 보존 및 창출 등 다양한 생태계 복원

활동을 통하여 범지구적 과제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물 서식을 위해 필수적인 식생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존의 양호한 식생은 최대한 보호하고, 불가피한 경우 노거수 및 양호한 식생의

이식을 통하여 지역내 보전대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서식처 복원 및 대체 노력으로서 인공습지 등을 조성하여 수질정화 뿐만

아니라 곤충, 양서류, 파충류, 어류를 위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물서식처로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종보호 및 다양성을 위해 인공보금자리 및 생태보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천댐 하류지역에는 테마공원인 수달생태공원과 수달서식처를 조성하여 수달생태교육을 통해 생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교육의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보전

생물의 다양성 확보

생태복원 및 생물 다양성 관리 전략

•동식물의 안정적 생육 공간 조성을
통한 생태계 균형 회복

•Biotope, 생태통로, 인공습지, 생태
공원 조성 등

복원지의 문화기능 회복

•복원지의 생태교육장化 및 지역민
을 위한 문화공간化

•자연학습장, 수상청소년 수련원,
호반공연장 등

친수공간의 위락/휴양 공간화

•일정수역을 레크리에이션 수역으로
활용

•수상체육시설, 수변 산책로, 피크닉
광장 등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복원사업을 지역민의 수익사업
으로 연계

•수변청정관광단지, 토산품전시장등

물 환경개선 및 항상성 유지

•동식물의 주요 서식처인 물의 오염
방지 및 개선대책 시행

•수질정화 식물 식재, 낙차공 설치,
유입수 처리설비 등

수변경관 개선

•수위 변동구간 경관개선, 수중 및
육상생물 전이대 개선

•호변 수림대, 표토침식 방지 공사,
인공 부도 등

구천댐수달생태공원및서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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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품질관리
선진정수처리공법도입및엄격한수질관리로고품질의수돗물을만들고있습니다.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맛, 냄새, 소독부산물 및 조류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존, 입상활성탄, 막여과 등 고도정수처리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수도권 정수장(성남, 일산)에 고도정수처리공정을 도입하 으며, 2011년까지 총 14개소의

정수장에 확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2003년부터 전국 광역정수장을 대상으로 탁도, 잔류염소, 맛, 냄새, 소독부산물 등 14개 항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수장 수질등급

평가제를 운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수질등급 평가제는 정수장별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적인 시설개선 및 운 관리로 고품질의 수

돗물 생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수공 자체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탁도의 경우 법적기준 0.5NTU

보다 10배 강화된 0.05NTU를 수질목표제로 운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생산공정고도화

수질검사는 분석장비 및 분석인력을 고려하여 3단계의 검사시스템(1단계 : 34개 정수장, 2단계 : 5개 권역수질검사소, 3단계 : 수돗

물분석연구센터)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항목은 세계적 수준인 250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69

항목(누계 368항목)을 추가로 정립하 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분석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K-

water가 관리하는 모든 정수장의 수질자료는 홈페이지(www.kwater.or.kr)에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품질관리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안전하게 생산되더라도 수도꼭지까지의 이송 과정에서 부식된 관을 지나면서 오염될 수 있으며, 이는 적수(녹물)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K-water는 정수장 시설 개량 뿐만 아니라, 매년 노후관 개량(교체, 갱생) 구간을 선정, 지속적으로 노후관

개량을 추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총 12.5㎞의 노후 광역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노후관로 개량을 통해 맑은 물 공급은 물론 2001년 이후

K-water가 운 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평균 유수율도 매년 99%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노후관개량

0.5NTU이하
0.05NTU
0.04NTU

4.0mg/L이하

 0.1mg/L이하
0.024mg/L이하

0.016mg/L이하

1.0mg/L이하
1.0mg/L이하 99.4% 달성

수질기준(탁도)
수질등급제(수공목표)

'07운 실적(농도)

수질기준(잔류염소)
수질등급제(수공목표)
'07운 실적(달성도)

수질기준(HAA)
수질등급제(수공목표)

'07운 실적(농도)

 

•수질기준 10배 강화 운

•12.5배 강화 달성

•4배 강화 운

•99.4% 달성

•4배 강화 운

•6배 강화 달성

●수돗물 수질개선 효과●

•비점오염물질 유입 저감

•퇴적물제거

•조류발생 예방/대응

•팔당호 수질개선 공동추진

•고도정수처리 도입

•수처리 공정 개선

•수질등급 평가제·목표제
운

•운 관리기준 수립

•250개 항목 수질검사

•수질분석법 정립

•수돗물 정보공개 매채
다양화

•수질 국제인증 추진

•전과정 환경성 평가

•방류수 수질 향상

•탈수 슬러지 100% 
재활용

고객이‘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생산·공급

원수 수질관리 생산공정 고도화 수돗물 품질관리 친환경 정수장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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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전과정 평가(LCA)는“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요인을 정량화

하고 평가하여 이를 저감ㆍ개선하고자 하는 기법입니다. 2007년 대청댐을 수원으로 하는 충청지역본부 청주정수장의 수돗물과 공

업용수 생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 평가기법을 적용하 습니다. 전과정 환경성 평가를 통하여 환경 향에 대한 자원소모, 지구온

난화 등 9개 향 범주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자원소모”가 가장 큰 환경부하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수돗물 1㎥을 생산

할 때 환경에 미치는 기여도는 최대 2.9×10-14( 향범주별 지구전체 기여도 가중치 1기준)이며, 환경 향도가 가장 큰 공정은 슬러

지 수송이므로 슬러지 수송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슬러지 최적 처리방안을 도출하여 수돗물 생산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돗물전과정평가
(LCA: Life Cycle Assessment)

자원
소모

지구
온난화

오존층
향

산성화 부
양화

담수
생태독성

토양
생태독성

인간
독성

광화학
산화물생성

3.0×10-14

2.5×10-14

2.0×10-14

1.5×10-14

1.0×10-14

5.0×10-15

청주 (정) 수돗물
청주 (정) 공업용수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전과정(Life Cycle)에 걸쳐 사용되는 자원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들을 정량화하고, 이들이 미치는 환경

향을 수치화하여 제3자가 인증ㆍ공개하는 제3유형 환경선언(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 제도입니다.

●고산정수장음용수돗물(인증번호제2007-002)
●청주정수장음용수돗물(인증번호제2007-009)
●청주정수장공업용수돗물(인증번호제2008-002)

K-water는 앞으로도 수돗물 생산과정에 대한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K-water가 관리하는 모든 정수장으로의 점

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성적을 바탕으로 보다 친환경적이고 선

진화된 수돗물 생산 공정을 구축 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성적표지
(EDP : Environmental
Declaration of Product)

배출수 처리

배슬러지지

취수시설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농축조 탈수

배출수
182.9×106

산출
투입

※단위 : kg/년
배출수 462.1×106

세척폐수
721.4×106

액화염소
50.9×103

수돗물
50.3×109

응집제[PAC]
1,246.9×103

액화염소
54.3×103

소석회
1.7×103

슬러지
298.0×106

원수
50.7×109

수산화나트륨
126.8×103

분말활성탄
57.8×103

슬러지cake
2,180.7×103

정수 처리

BOD 773.9      COD 1,642.5      SS 1,217.9

● 향 범주별 기여도●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8

상수원수질개선
깨끗한수돗물은철저한댐원수수질관리로부터시작합니다.

댐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생활하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용담댐, 대청댐, 장흥댐, 충주댐 상류에 91개 시설의 환경기초시설을

건설 및 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는 통합감시제어 시스템을 도입, 국내 최초의 유역별 통합운 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댐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관리비용까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K-water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대청댐 등 4개 댐 상류 유입하천에 인공습지 7개소(265,700㎡)를 운 하고 있으며, 충주댐 등 9개 댐 상류 유입하천에 수생식물

재배지 17개소(220,440㎡)를 설치 운 하는 등 비점오염원에 의한 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댐유역오염원관리

최근 지구온난화 향에 따른 대형 태풍 및 국지적 집중 강우 증가 등의 기상이변으로 댐 상류 지역에 산사태, 하천범람 등 재해요

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량의 토사가 호우와 함께 댐 내로 유입되어 장기간에 걸친 탁수 현상을 유발하고 있습

니다. 사후 관리 중심의 기존 탁수 관리로는 한계에 도달하여, 탁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전 예방적 오염원 유역관리방안을 도

입하 습니다. 또한 2007년 현재 9개댐 27개소에 탁도 자동측정 장치 설치·운 을 통해 저수지로 유입된 탁수 현황 및 이동상황

을 파악하고 있으며, 댐 내로 유입된 탁수를 신속히 방류하거나 맑은 물을 방류하여 댐 하류 탁수 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취수설

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댐탁수관리

매년 집중호우 발생시 댐 유역 산림 및 농경지에서 발생한 초목류 등 부유물이 대량으로 댐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댐 유역 내의 부유물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홍수기전 사전점검, 145개 주요 오염 발생원에 대한 DB 구축, 국토대청결 운동(54회,

1,407㎥ 수거) 및 오염행위에 대한 계도활동(231회) 등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하 으며, 그 결과로, 전년에 비해 부유물 발생량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09년까지 92.2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수거·운반선,

차단망 등의 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수기댐유입부유물처리

2006 2007

발생
감소

•소양감댐 저감시설(13) 및제도개선(10)
대책제시, 댐내 4개 대책 추진

•주요 4개댐 유역 탁수저감방안 수립

탁수종합대책 수립 주도

•토사 발생량(RUSLE), 유입량(SDR), 
거동분석(CE-QUAL-W2) 기술 도입

•수층별 선택적 탁수 제어 기술 확보

과학적 탁수 추적·관리 기술 도입

•15개댐 21개 부유물 수거 시설 및 장비
보강(1,549백만원)

•실시간 탁수감시시스템 구축(27개소)

탁수·부유물 관리시설 확충

•발생원 사전점검 (탁수 267, 부유물
145개소) 및 예방 조치 (306건)

•발원지 좌표, 특성 등 DB 메뉴얼화

•탁수 6개댐
•부유물 41천m3

•탁수 11개댐
•부유물 178천m3

발생원 사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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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응체계
사업장주변의크고작은위험에대비한신속한대응체계를갖추고있습니다. 

K-water가 관리하는 댐 및 수도시설과 관련된 주요 사고에는 노후화 등 요인으로 수도관이 파손되어 발생되는 누수사고와 댐으

로의 오염물질 유입사고 등이 있습니다. 유해물질 유입 감시 시스템 운용,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 사업, 관로 공사 품질관리 등의 사전

예방 활동과 함께 평소 비상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코오롱 유화 김천공장 화재로 페놀 등 유해물질이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수질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K-water는 위기대응 매뉴얼 및 행동 시나리오에 따라, 취수원에 대한 실시간 수질감시 및 활성탄 투입을 통한 정수처리 강화 등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하여 구미지역 사회·경제적 파장을 최소화 하 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급수를 중단하고, 급수차(15㎥, 7대)

및 병물(115천병)을 긴급 지원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 으며, 수돗물의 페놀농도 확인 후 급수를 재개하 습니다. 앞으로 더 신

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장 특성을 반 한“위기대응 실무매뉴얼”정비, ERM 시스템 개선, 위기대응 모의훈련 강화, 낙동강

수계에 대한 취수원 생물경보 시스템 도입, 수계별 유해물질 도착시간 및 농도 예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위기관리대응

사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폐유,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유출은 주변 환경, 생물다양성 및 지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

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엄격한 처리를 통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사고는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유출사고 등 다양한 사고발생에 대비한 사고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하여 사고대응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배출관리

9월
2007

5월 10월
2008

3월

소양강담
보조여수로
낙반사고

소양강담
보조여수로
낙반사고

수도 관로사고
(중 차량 통행에
따른 관 파열)

수도 관로사고
(타건설공사

시추작업 중 관로 파손)

원인분석 및 복구작업

사고 발생 또는 접수 단수통보및복구작업

급수개시및정상운

응급조치

본사및관련기관 통보 수질회복

관련 기관 보고대책강구 사고총괄 및 현장지원

협조 및 공동대응
(환경부, 지자체)

낙동강 페놀
유입 사고

●유해물질 배출사고 대응체계●



물로사람과사람을잇다



차한잔하실래요? 물 한 잔드릴까요?

물은사람과사람사이를이어주고부드럽게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일하고싶은기업, 사회에헌신하고노력하는기업, 믿음이가는기업, 

국민에게봉사하고사랑받는기업으로거듭나기위해최선의노력을아끼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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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속가능성전략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을통한기업시민의역할을다하고있습니다. 

K-wate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가능경 사회부문 전략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전략은 K-water의

10대 경 전략의 하나로 설정하여 운 하며, 주로 6개 부문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해관계자가치제고가핵심

투명, 윤리 경
K-water는 투명하고신뢰성있는경 활동과프로세스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일상 업무와 삶 속에 윤리
경 이 기업 문화로 정착되도록 노력합니다.

고객 중심경
K-water는 고객에게 깨끗한 물과 최상의 물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감동을 실천합니다.

인권경 및 안전 보건
K-water는 모든 종업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 및 보건을 생각
하며, 장애인, 여성 등 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
니다.

상생 파트너십
K-water는 협력업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술지원 등
상생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인적자원 관리
K-water는 임직원의 능력과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입사부터 퇴직 후까지 직무 능력을 고려한 경력 개발을 지원
합니다.

지역사회 공헌
K-water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 하며,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
여합니다.

임직
원 고

객

정
부

협력회사지역사회

시
민
단
체

최적의
근무환경
제공

최상의
고객 서비스

제공

효율적인
정책 수행

사회공헌
활동

상생
파트너십
구축

협의체
운

●사회 책임경 관련 BSC 측정지표●

구분 ’07 ’08~’09 ’10~’12 ’13~’15 비 고

고객만족도(PCSI) AA(93.5) AA AA AA 기획재정부

청렴지수 9.21 9.0이상 9.0이상 9.0이상 국가권익위

사회공헌등급 A1 A1 A1 A1 전문기관

사회공헌지수 83.2 85.0 87.0 90.0 K-water

핵심인력지수 24% 25% 28% 30% K-water

* 사회공헌지수 : 참여도×0.3 + 활동시간×0.4 + 참여기금×0.3
* 핵심인력지수 : (박사×1.5+석사×1+기술사×1.5+6시그마벨트×1)/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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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인재육성
기업의핵심가치공유와직원역량극대화를통해미래를개척할리더를양성합니다.

신입직원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경력개발경로(CDP) 설정과 역량별·수준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현을 통해 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자기주도형 육성체계를 구축·운 합니다.
경력개발

입사~3년 4년~5년 6년~8년 9년~11년 12년~15년 16년이상

탐색기 심화기

습득기 성장기

경 능력습득

전문가
전문가준전문가실무자입문자

관리자

신입 직원의 월 급여를 법정 최저임금 대비 27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정기적인 성과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임원의 경우 사장과 경 계약을 체결하여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으며, 연봉 대상자로서 1급 직원은 부서평가 결과, 2급

직원은 개인별 MBO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3급 이하 일반 직원은 부서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됩니다.

성과보상

K-water의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기업이 지향하는 기업의 핵심가치를 공유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공통역량교육, 기업의 미래를 개척할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리더 역량교육,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물 전문기업을 구현할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직무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공통
역량

공
통
역
량

공
통
역
량

K-water 구성원들이라면
누구나 공유하고 지켜야
하는 일련의 가치관과 행
동지침

2급 이상
직원

3급
직원

4급 이하
직원

리
더
역
량

K-water의 Leader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

직
무
수
행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동
과 지식을 직무별로
규정한 역량

리더역량

직무역량

직무기본역량 직무전문역량

※ 기업의 핵심가치 : ① 서비스정신 ② 미래도전 ③ 정직 ④ 존중 ⑤ 주인의식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이나 보직의 이동 등 경력관리 단계에 따라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과정

●직원들의 미래도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변화 및 혁신교육과정 중심으로 운
공통역량
교 육

●우수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리더는 조직 내 위치에 따라 비전실천 리더, 변화주도 리더, 과제해결 리더로 구분
●교육 프로그램은 주어진 핵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점

리더역량
교 육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개인의 발전과 K-water의 경쟁력 강화가 목적
●직무를 83개로 분류하고 각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 운
●직원들은 하나의 직무를 선택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

직무역량
교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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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일의균형
직원의삶의질향상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 하고있습니다.

생활기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전국각지에 소재한 수자원시설의 특성상 전보로 인한 직원들의 주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숙소와 생활용 임차사택

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친화적 복지제도

가족과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운 하여 가족에게 감동과 믿음을 줌으로써 실질 노동생산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운 합니다. 기념일 추가서비스와 가족사랑 투어를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가족들에게 감동을 제공하며, 문화단체

회원가입을 통하여 양질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직원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계된 복지항목을 개인별로 부여된 일정금액 내에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복지카드와 연계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있

습니다.

복지제도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직원 스스로가 해당 직무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도록 지원하는‘자기주도형 역량강화 프로그램(CRP: Competency Reinforcement Plan)’입니다. CRP의 기본개

념은‘T’자형 인력개발로서 T자형 인재는 특정 분야에 정통하면서도 그 외의 인접분야에 대해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

을 총칭합니다. 입사부터 일정 시점까지의 기간은 한 개 분야에 대해 깊고 전문적인 학습을 받고, 간부 사원이 된 후에는 회사전반

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얻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생학습

건강관리

2007년도 건강검진 결과 건강 집단(A, B등급)이 88.3%, 유소견 집단(C2, D2등급)은 11.7%로 나타나 전년과 동일한 결과를 보

습니다. 전체 수검자 중에서 질병자 비율을 의미하는 질병이환율은 2006년도 3.2%에서 2007년도 3.1%로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소견 분야 중 위궤양 등 위장질환은 감소된 반면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이 다소 증가되어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의 생활습관

변화 및 약물치료 등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건강한 직원들의 성인병을 예방하고 요주의자와

질병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금연 프로그램(2회), 비만클리닉(1회), 정신건강 프로그램(EAP)을 시행하여 많은 호응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여직원들을 위하여“여성의 평생건강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 습니다.

사내진료기관

직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내 진료기관인 치과와 한의원을 운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공헌 차원에서 본사 인근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의원과 물사랑나눔단이 공동으로‘효 클리닉’을 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

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으며 매년 진료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 하여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 습니다. 

근로환경 개선

사무실,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교대근무환경 등 5개 부문에 대한“적정면적 및 비품기준”을 수립하여 일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 표준모델을 마련, 개선중이며 K-water 문화센터 준공(2007.3월)으로 직원들에게 문화체육공간을 제

공하 습니다.

보건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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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사내 운동 행사 중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통하여

산업재해의 감소를 위한 장치 마련 및 재해 발생 시 직원의 적정한 치료와 안정된 업무복귀를 위한 제도를 운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상담 지원제도(EAP : Employee Assistance Plan) 운

조직 부적응, 업무량 과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회사 차원

에서 EAP 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예방 및 해소방안을 강구하므로써 건강하고 활기

찬 조직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사 화합 노력

1987년 설립된 노동조합은 3급 이하 직원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입사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Union Shop 체제입니다. 2008년

3월 현재 전체 직원의 78.8%인 3,203명이 가입하 습니다. 

노사 공동 보건안전위원회는 노사 각각 9인 이내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개최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관한 사항을협의하며, 그 협의결과는전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고유의 노사협력체계인 노사공동추진반은 2006년

부터 장기 경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인사조직, 조직문화, 복지

제도, 수도시설통합운 등 제도개선 실무반을 구성·운 하여

2007년까지 73개의 개선방안을 마련, 단계적으로실행하는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를

준수하며 근로자의 합법적인 근로조건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진노사문화구축

노사정 합의(2006.11월)에 따라 직권 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공익 사업장(수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K-water는 필수공익사업장 최초로 2007년 11월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 습니다. 이 협정으로 연중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 서비스를 100% 유지하여 파업 시에도 국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어 국가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

평생교육원 필수유지업무협정식 비만클리닉

노사공동추진반

인사조직제도
개선실무반

총 73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 노사합의
(2006년 43개, 2007년 30개)

직원의견 수렴 타기관 벤치마킹

장기 경 현안과제

조직문화
개선실무반

복지제도
개선실무반

수도시설통합
운 개선실무반

●필수유지업무제도: 
노동조합의쟁의행위시에도필수공익서비스를지속하기위한적정근무인원유지를의무화하는제도(노사자율협정으로
결정, 2008.1월부터시행)  

스트레스
검사

온라인
상담

전문가
개별상담

신입사원
전화코칭

2,634

62

17.5 7

100

742

300
147

이용자(명)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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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및다양성존중
임직원고충처리및직장내소수인력에대한권익보호를위해노력합니다.

인권 보호 노력

K-water는 직장 내 소수인력의 권익보호와 임직원 고충처리제를 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및 계약직 사원과 같은 소수

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용 확대,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조에 여성국을 설치, 

운 하고 있습니다. 인권 교육은 현재 주로 소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사적 성희롱 예방교육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

로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단체 협약상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임직원 고충 처리

HR-BANK(인적자원통합관리 시스템)에 상시 고충상담창구를 운 하여 직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On-line 및 대면상담 등 고충사항 60건 중 합리적 심사를 통해 35명(58%)의 고충사항을 해결 하 으며, 미해결 건은 다음 정기

전보 시에 고려하게 됩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지원 제도(EAP : Employee Assistance Plan)를 운 하여 조직 부적응,

업무량 과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 및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등 건강

하고 활기찬 조직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권보호

직원 채용 시 장애인에 대하여는 가점 제도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 장애인 등급에 따라 만점의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발생한 장애 직원에 대해서도 기본급의 10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취업

보호 대상자와 동일한 예우를 하여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서 3일간의 유급휴가와 격려품을 지급합니다. 또한 건물 내에 전용주차장,

계단,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장애인 고용율은 2.1%로써 2000년부터 8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인 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

2004 2005 2006 2007

45

31 30

35

(건수)

2004 2005 2006 2007

79

2.2 2.2

2.3

2.1

83 87 90

인원(명) 비율(%)

●고충처리 실적●

●장애인 고용 인원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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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평등 프로그램 운

공기업 중 가장 먼저 양성평등을 선포(2004)한 이래로 여성인력 채용 확대와 함께 보직, 승진 등 인사 관리에 있어 여성인력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출산과 육아 휴직 지원을 위한 대체인력 풀 구성 등 남녀고용 평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녀 직원의 기본급은 직급과 입사 연도가 같다면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승진 및 보상에 있어서도 남녀 직원간의 공평한

처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고용 확대

2007년 12월 현재 여성근로자는 총 376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9.5%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여성 관리자는 부장(2급) 2명, 차장

(3급) 11명입니다. 2007년 여성 채용 비율이 전체 채용인원의 21%를 차지하 으며 특히, 30%의 여성 채용 목표제를 운 하는

행정, 토목, 환경, 전산 직종은 30%의 여성을 채용하 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여성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개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서별로 1인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부서내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K-water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본사내 수유 공간 및 여직원 전용 휴게실을 확보하고 사내 보육시설 운 을 내실화

하 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내 보육시설 운 을 내실화하고자 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육 공간 리모델링과 공간

확충, 보육 프로그램 개선, 자율 퇴근제 등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도입 운 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프로그램

●사내보육시설운 : 물사랑어린이집

●매주수요일가정의날 <육아데이> 운

●배우자동반휴직제도도입

_ 휴직조건 : 직원의 배우자가 1년 이상 해외근무, 교육파견, 휴직으로 동반하게 되는 경우

_ 휴직기간 : 1회, 2년간

●육아휴직제도개선

_ 1년 미만 아에서 3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직원

●출산장려지원 :

_ 출산 장려금 지급, 임산부 순환근무 예외 적용

_ 수유시설 설치, 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 마련

2004 2005 2006 2007

253

195

75

140

15

26

35

21

채용인원(명) 여성인원(명)

38
50

26 29

비율(%)

2005 2006 2007

93

3,443 3,501 3,683

92

96

인원(명) 비율(%)

●여성채용 인원 및 비율●

●성희롱 예방교육 인원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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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이행
기업경 전략의일환으로인식하여이해관계자의가치제고를추구합니다.

사회공헌을 기업의 경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기업 미션 및 비전과 연계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남는 이익으로 하는 자선행위를 넘어 일상적인 경 활동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며, 단순 비용의 지출이

아니라 경쟁우위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인식하여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합니다.

사회공헌추진체계

미션

목표

전략

우리는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존경받는 지속가능 기업 실현
- 사회공헌 등급 A1 달성 - 

전략적
접근

인프라
구축

이해관계자
협력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NGO 등과 공동 협력
-사회공헌가이드북/백서 발간

사회공헌 활동지수를 BSC 목
표로 설정하여 성과 관리
-자원봉사시스템(사랑愛)운
-전국 87개 사회봉사단 운

K-water사업과 접하며, 
고유의 특색 있는 테마로 선정
-‘물’과‘지역’공헌에 집중
-북한 및 해외사회공헌 전개

●목표 및 추진전략●

댐 건설로 인한 강제이주, 각종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해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공헌

•’06년 합천댐 센터 성공을 바탕으로 ’07년
6개소 추가 건립 중

•운 중인 합천댐 센터 이용자수
4배 증가
(’06년 36천명→’07년 146천명)
※ 합천 센터의 긍정적

언론 보도 : 총88건

효나눔
센터운

어 원어민
교육 시행

문화·휴식
공간 제공

친환경농업
지원

•도시에비해 어교육여건이
열악한 댐 주변지역 학생에
학습기회 부여

•댐 주변 지자체, 교육청, 대학교, 
언론기관 등과 연계 추진

•전국 77개교 5,950명 교육 지원

•물 문화관 정비, 산책로 조성
등 댐 주변친환경정비사업
시행

•문화행사(대청댐 호반음악회 등) 
개최

•홍수조절용지 화훼단지 조성(6개댐) 및 댐주변
숲가꾸기 사업(7개댐) 

•댐 주변지역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확대
(1,750천㎡→1,864천㎡) 및 판매 지원
-농산물의 고유 브랜드 개발, 온라인

직거래 등 판매 촉진활동 전개
-소득증대 : ’06년 382백만원

→’07년 70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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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해외 나눔 경 을 더욱 확대하 습니다. 국내는 물론, 북한, 캄보디아, 몽골, 아프리카 적도기니 등에서의 해외사업 확장에

따른 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K-water가“수자원개발 종합계획 수립”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에선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한“프놈펜”및“축”지역에 6개의 우물을 개발하 고, 정부의 대외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식수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몽골에서는 울란바토르 인근의 빈곤층에 게르(천막집) 7채를 지어주는“사랑의 집짓기”활동을 전개하

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사업팀에서는 동티모르의 도미니크 고아원과 약정을 맺고 매달 일정액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사회공헌

•해외사업 진출지역에 대한 현지화
전략 목적
- 몽골, 캄보디아, 동티모르에 해외
봉사

- 적도기니, 케냐등3개국해외사무소
현지지원

해외사회공헌
(기아대책기구)

북한 연탄 및 병물 지원
(연탄나눔본부)

•만성적 연료부족을 겪는 개성 지역에
연탄지원
- 연탄 20만장 지원(3년간 40만장
지원계획)

•’07년 수해 복구를 위한 병물 지원
(평양, 4만병)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물사랑나눔단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K-water 임직원 모두의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 직원의 92%인 3,560여명이 87개 봉사동아리에 가입하여 총 6만 9천 시간의

봉사활동을 하 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인“사랑愛시스템”은 물사랑나눔단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개설부터 실적

관리까지 봉사활동의 전 과정을 실시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참여시간, 횟수 등 활동실적을 마일리지화하여 그 실적에 따라

우수 직원을 포상합니다. 회사도 이들의 봉사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매칭그랜트 제도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으며 월 1회 유급 봉

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물사랑나눔단활동

사회공헌의 수준을 진단하고 경 환경에 적합한 사회공헌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회공헌 전문기관인 (주)라임 로브로의

자문을 받은 결과 2년 연속 최상위(A1)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K-water 사회공헌은 시스템과 활동성과가 긴 히 연계되어‘물

관련 전략사업’과‘지역 사업’이 적절한 균형을 갖고 운 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자원봉사 시스템과 동기 부여 시스템을 통해

조직문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회공헌활동진단

●2007년도 추진 성과●

구 분 ’06년 ’07년 비고

1인당 봉사시간 13.7시간 18.5시간 기업평균 7h

사회공헌 투자금액 475억 원 540억 원 매출액의 3%(기업평균 0.3%)

사회공헌 지수 78.7점 83.2점 4.5점↑(라임 로브)

사회공헌 등급 A1 A1 최상위 등급(라임 로브)

효나눔복지센터 댐문화축제 친환경공간조성



제3자검증보고서
K-water 지속가능경 보고서2008 독자귀중

서문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은 K-water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8 (이하“보고서”)의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본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K-water 경 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정보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발급

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의 독립성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K-water의 사업활동에 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검증 범위

K-water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경 활동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공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경제 분야 검증 :  수행 업무 및 결론 부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재무 실적 데이터가 K-water의 2007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적절히 추출 되었는지 여부

■사회/환경분야검증 :  보고서의 다음 부문에 담겨있는 정보가 적정하게 기술되었는지 여부
●K-water Profile
●Business Focus
●With Nature : 환경
●With People : 사회

‘적정하게 기술되었다’는 것은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데이터 및 원천 정보를 적절하게 반 하여 일관성과 신뢰성을 갖고 작성되었

다는 의미이며, 경제 분야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수행 업무의 성격과 깊이 측면에서 제한적 검증보다 상위 수준의 검증입니다.

검증기준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검증기준은 AccountAbility의“AA1000 Assurance Standard”에 근거하여 개발된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작업을 수행하 으며 International Auditing and Assurance Standards Board가 발행한

“International Standard on Assurance Engagements (ISAE 3000): Assurance Engagements other than Audits or

Reviews of Historical Financial Information”를 보조기준으로 사용하 습니다.

검증절차 및 결론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합의된 검증 범위의 보고서 내용 사실여부와 보고된 데이터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아래와

같이 검증하 습니다.

■ 보고기간 중 K-water의 지속가능성 관련 미디어 조사

■ 데이터를 산출하는데 사용된 시스템과 프로세스 검토

■ 내부 문서 및 자료 등에 대한 검토

■ 공시된 활동 및 실적 관련 담당자 인터뷰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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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검증인은 문서검토 및 부서방문,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K-water와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 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 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 습니다.

■경제적성과

본 검증인은 K-water의 2007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비교했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실적 관련 데이터는 K-water의

2007 재무제표로부터 적절히 도출되었습니다.

■환경및사회적성과

상기 검증범위의 환경 및 사회적 분야에 수록된 정보는 부적절하게 기술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중대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본 검증인은 K-water가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

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보고서 기획 및 발간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사회·환경적 리스크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2007년 8월 29일

대표이사박 기 호

STEP to Global Best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 으며, 보고서 내용은 제3자 기관이 검증하 습니다.

K-water는 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존경 받는 기업 달성을 보고서 발간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업의내부직원들로부터는설문조사방법을통해관심사를파악하 고, 외부이해관계자들로부터는자문이나인터뷰방법등을통해중대성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관심사를 도출하 습니다. 본 보고서는 국제적인 기준인 G3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성과지표를 최대한 충실하게 보고하도록 노력

하 습니다.

성과지표 보고 범위

보고서의 보고 범위는 본사를 비롯해 국내 33개 사업장과 11개국의 해외사업 성과에 대한 지속가능경 현황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K-

water의 4개 출자회사의 회계기간이 K-water와 동일하므로 기간별, 조직간 비교가능성에 향을 주지 않으며, 소유 지분율에 따라 지분법

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과 데이터 보고 기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G3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보고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 습니다. 경제, 환경, 사회 각 부문의 성과 데이터는 G3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간된 지표 규약에 따라 산출하 습니다. 환경부문은 2006년 전산시스템으로 구축된 환경성과평가(EPE) 시스템의 데

이터를 주로 인용하 으며, 재무부문은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와 결산자료를 활용하 습니다. 사회부문과 기타 자료는 해당 부서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받아 작성하 습니다. 각 성과지표는 3~4년 추세 데이터를 함께 제시하 고,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 값도 함께 제시하여 이

해를 돕고자 하 습니다.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

2005년 처음으로 보고서를 발행한 지 올해로 4년째입니다. 그동안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관심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지

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향후 보고서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여 한층 성숙된 K-water의 지속가능경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3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

K-water의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8은 GRI에서 정한 G3 가이드라인 적용수준 (Application level) 중 A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향으로 작성하 습니다.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검증을 통해 본 보고서가 G3 적용수준이 A+임을 확인하 습니다.

지속가능경 보고서를펴내며...

>

>>

>>>

보고서 적용수준 C C+ B B+ A A+

표준공사

공사항목 : 
1.1, 2.1-2.10
3.1-3.8, 3.10-3.12
4.1-4.4, 4.14-4.15

필요 없음

최소한 10개 이상의 성과
지표를 보고 해야 함
(경제, 환경, 사회지표를
각 1개 이상 포함)

수준‘C’의 모든 항목과
1.2, 3.9, 3.13, 4.5-4.13,
4.16-4.17

각 지표범주에 대한
경 방식(DMA)공시

최소한 10개 이상의 성과
지표를 보고 해야 함
(경제, 환경, 인권, 노동,
사회, 제품책임재표를
각 1개 이상 포함)

수준‘B’의 모든 항목과
동일

각 지표범주에 대한
경 방식(DMA)공시

중요성 원칙에 따라 모든
G3 핵심성과 지표 및 산
업 가이드 지표에 대해 a)
보고하거나, b)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 설명

보
고
서
외
부
검
증

보
고
서
외
부
검
증

보
고
서
외
부
검
증

G3 프로파일
공사

G3 경 방식
공사

G3 성과지표
및 산업별
부가지표

결
과
물

결
과
물

결
과
물



지속가능경 성과지표, GRI 보고지표

Key Performance Index

윤리강령, 환경경 방침, 고객헌장, 혁신비전선언문

재무제표

용어정의



직접경제효과
경제가치의 창출과 배분

댐 및 수도사업 등 수자원 사업은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필수사업으로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4개년 연속 매출액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배된 경제적 가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된 매출

액의 70% 이상은 생산 활동을 위한 업비용과 자본비용 등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의 재무적 향과 위험과 기회요인

K-water는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규제에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시화조력, 소수력, 시화풍력 CDM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는 국내 Unilateral CDM사업 최초로, ABN·AMRO Bank와 소수력

CDM사업 배출권 판매계약을 체결하 습니다. 수력, 조력, 태양광, 풍력, 수온차 활용

등 재생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운 ·관리중인 수자원, 수도시설의 에너지효율 향상

및 해외사업과 연계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CDM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친환경기업의 지속가능한 경 이념과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CDM 사업현황 및 배출권 판매 계약현황은 28~29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충당금을 적립하고 재직기간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보조금수혜
공익 차원의 국가적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형태로 사업비의 일

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시범사업인 고도정수처리 도

입과 유수율 제고사업, 국민임대단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2006년은 185억 원,

2007년은 14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장지위
현지법정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비율

대졸 신입 사원(5급 사원)의 월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 대비 270%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매정책

K-water의 구매방식은 전자입찰 및 조달구매를 통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다만 현장

사무소 소재지역의 현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매액은 지역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업장 현지인 채용

일반적으로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학력, 지역, 연령 등의 제한을 철폐하여 균등한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상수도 업무의 수도계량기 검침원과 수도사업장의

운 근무자(오퍼레이터) 등은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간접경제효과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2007년은 화북댐, 부항댐 등 신규댐 건설과 기존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 수자원 시설에

5,361억 원, 상수도시설 건설과 급수체계 조정사업 등 수도건설에 3,395억 원, 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개발에 1,891억 원 등 총 1조 647백만 원을 사회간접자본으로 투자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댐 환경정비 및 물 문화관 개관

신규 댐은 처음부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건설하고 있으나, 기존 댐은 시설이 노후

화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 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댐에 대한

환경개선 종합 대책을 세우고 주변 시설을 대폭 정비하 습니다. 전망 데크와 엘리베이터,

산책로 등을 설치하고, 물 문화관을 신축 또는 개축하여 방문객들에게 휴게 및 문화공간

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

K-water는 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댐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8

지속가능경 성과지표(GRI)

경 제

●경제적가치의창출과배분 (단위:백만 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창출된 경제적 가치(1) 1,522,358 1,618,263 1,751,463 1,833,397

a)순매출액 1,493,084 1,590,951 1,721,105 1,812,905

b)수입이자,임대료,자산매각등 29,274 27,312 30,358 20,492

분배된 경제적 가치(2) 1,131,907 1,143,012 1,290,085 1,401,972

a) 업비용: 제조원가, 자산구입비 740,754 691,681 829,876 914,252

b)임금 및 복지: 인건비 205,101 215,891 227,781 278,099

c)자본비용: 지급이자, 배당금 80,944 75,785 78,209 61,119

d)세금: 법인세, 지방세납부액 71,355 96,177 91,431 81,446

e)지역사회투자: 기부금, 분담금 33,753 63,478 62,788 67,056

잉여 경제적 가치(1-2) 390,451 475,251 461,378 431,425

●국고보조금수혜현황

내 역 2004 2005 2006 2007

합계(백만원) 18,047 24,001 18,500 1,463

구미하수처리장 8,968 - - -

구미 문화재 조사 20 80 350 -

구미임대단지 3,614 11,604 5,600 -

여수임대단지 3,000 4,000 3,000 -

창원 고도정수처리 1,342 3,742 5,588 -

국제상하수도센타 건립 1,103 - - -

정읍 유수율 제고 - 4,575 3,962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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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총 520억 원을 소득증대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에 지원하 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댐 문화 축제 개최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실질적 소득증대 및 친환경적 저수지 관리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 으며, 수확된 농산물의 판로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

습니다. 한편‘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를 주제로 한, 댐 문화 축제를 통해 댐 수문방류

퍼포먼스, 줄타기, 대청댐 야간조명을 배경으로 한 호반음악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원료사용
수돗물 생산과정에 사용된 원수와 이를 정수하기 위해 투입한 정수약품 등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세부내용은 51p 수돗물 전과정평가(LCA) 물질수지를 참조하시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정수 및 하수 슬러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71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
에너지 소비량

2007년도 에너지 총사용량은 전년도에 비해 14.7% 증가한 225천TOE이며, 에너지 사

용은 취수, 송수, 가압장의 펌프가동에 소비된 전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년도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한 이유는 용수공급량 증가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경유, 가스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직접에너지 소모량은 1,231TOE이며, 전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간접 에너지 소모량은 223,927TOE입니다. 

에너지 절감량

에너지 절약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수돗물 생산원가를 낮추는 등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효율 에너지 소비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각종 설비의 조사 및 설계단

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전력원단위 관리를 강화하고 있

습니다. 특히 수도사업원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원단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에너지소비량

●부서별에너지절감프로그램운 을통한에너지절감량

●간접에너지소비량

●에너지절약추진방안

●에너지절약추진성과

지역지원사업 소득 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생활 지원사업, 육 사업

기타지원사업 댐저수 사용료 보조, 홍보 및 부대사업

환 경

2004 2005 2006 2007

1,443
1,305

1,492

1,231

(TOE)

2004 2005 2006 2007

195,603
206,884

194,735

223,927

(TOE)

2004 2005 2006 2007

24,623

13,340 13,148

17,858

(TOE)

직접부하 제어 프로그램을 통한 전력 Peak 제어

일반관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및 점검, 중식기간 자동 소등

엘리베이터 시간제·격층제 운행

에너지 절약 홍보(경차구입 및 카풀 활성화 장려)

계약전력 적정성 분석을 통한 전력료 절감

수도부문 한전의 하계 부하관리 지원제도 등 할인서비스 활용

변압기 용량개선 등 고효율 설비 적용 및 개선

부하역률 95%이상 유지 위한 설비 개선

댐부문 소내 전력 소비율/절감율 목표설정 및 관리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직접부하 제어 프로그램 운 을 통한 전력 요금 절감 ⇒ 5.4백만 원

●수도사업 전력원단위 개선(’06년 0.317kwh/㎥ ⇒ ’07년 0.315kwh/㎥)

●발전부문 에너지 절감 ⇒ 3,595Mwh  ※ 원유수입대체 6천 배럴 (517백만 원)

* TOE: Ton of Oil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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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사용
취수로부터 향을 받는 용수 공급원

수돗물 생산을 위한 하천수의 취수는 댐, 하천 등 취수원의 수위 저하와 그에 따른 어족

자원 감소 등 생태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완공된 다압취수장을 통하여

섬진강 하류의 물을 갈수기에 수어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섬진강

하구가 바다화 되면서 농어 등 해양성 어류들이 증가하는 등 생태환경 변화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K-water는 해당지역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어업피해 향조

사용역과 함께, 섬진강의 환경변화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재사용 및 재활용

본사의 화장실 세척수, 조경용수는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수도 사용 고객에 대한

요금 감면제도(수도요금의 30%)를 통하여 중수도 사용 활성화 및 자원 순환형 사회 정

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본사 중수도 사용실적은 83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물다양성보전
환경친화적 수자원 시설 운 , 생물다양성 보존 시설 및 공간, 생물서식환경 및 자연문화

유산 보전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및 향후계획에 관한 세부내용은 본문 49p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사업지역 환경변화 모니터링

건설사업으로 인한 환경 향과 변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사업완료 후 5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에는 군남 홍수조절지, 굴포천방수로, 부항댐, 화북댐, 성덕댐, 한탄강댐, 평화의댐, 평림댐,

장흥댐, 남강댐, 대곡댐에 대한 사후환경 향조사를 실시하 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개, 일조시간 등의 기상과 수질, 동·식물상, 

농작물 변화에 대한 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일부 댐에 대하여 외래어종

증가, 퇴적물 오염도 증가 등의 부정적 향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래어종 증가는

댐 건설사업의 향보다는 외부 향 요인이 클 수 있으며, 퇴적물 오염도 증가는 수류의

흐름이 폐쇄성 수역으로 변경되는 인공호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해당 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원인조사를 추진할 예

정입니다. 

주요 댐별 멸종위기종 파악 결과

온실가스배출
온실가스 총배출량

2007년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전년도에 비해 14.7% 증가한 445천CO2톤이며, 전년

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이유는 용수공급량 증가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경유, 가스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직접 온

실가스 배출량은 3,482CO2톤이며, 전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441.6천CO2톤입니다. 

2004 2005 2006 2007

37,651

48,815

60,066

69,869

(천m3)

2004 2005 2006 2007

2,588

3,559

4,638
5,105

(백만 원)

●고객중수도생산량

●중수도요금감면액

2004 2005 2006 2007

3,681
3,867

4,180

3,482

(톤 CO2 eq)

●직접이산화탄소배출량

2004 2005 2006 2007

385,743
407,999

384,036

441,604

(톤 CO2 eq)

●간접이산화탄소배출량

구분 희귀및멸종위기종

소양강댐
황쏘가리 외 어류 3종, 산작약 외 식물 2종, 까치살모사 외 양서·파충류 3종, 삵

외 포유류 7종

남강댐 먹줄왕잠자리 외 곤충 2종, 꼬치동자개 외 어류 1종, 수달, 황조롱이 외 조류 1종

충주댐 관중 외 식물4종, 까치살모사 외 양서·파충류 1종, 하늘다람쥐 외 포유류 2종

주암댐
남생이 외 양서·파충류 5종, 담비 외 포유류 3종, 안동댐 구 이, 하늘다람쥐 외

포유류 4종, 황조롱이 외 조류 2종

임하댐
남생이, 삵 외 포유류 3종, 원앙 외 조류 4종, 보령댐 수달 외 포유류 1종, 붉은배

새매 외 조류 4종

부안댐
구 이, 맹꽁이 외 양서류 1종, 말똥가리 외 조류 4종, 대청댐 원앙 외 조류 10종,

수달 외 포유류 1종, 합천댐 새매, 원앙, 삵 외 포유류 2종

대청댐 원앙 외 조류 10종, 수달 외 포유류 1종

합천댐 새매, 원앙, 삵 외 포유류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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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접 온실가스 총배출량

2007년도 출장, 직원 통근 등 임직원 이동에 따른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

년 보다 20% 저감된 1,482천 CO2톤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K-water의 CDM 사업 및 성과는 본문 29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존층 파괴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돗물 생산공정 상 프레온가스 등의 오존층 파괴물질이 배출되는 공정은 없으며, 건물의

냉방시설제품에 포함된 프레온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제조공정은 없으나, 사업장 운

을 위해 소모되는 경유, 등유 등의 사용으로 배출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환경목표로 반 하여 유류소모량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량 및 수질은 하천수질과 생태환경에 중요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K-water는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방류

수역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고 하류 수질보전을 위하여 방류수질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장과 하수처리장을 운 하는 댐 사업장의

환경목표 및 환경성과평가의 핵심지표로 방류수 수질을 채택하여 2004년부터 부서평가

에 반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2007년 정수장 방류수의 평균 수질은 BOD 2.8mg/L, COD 5.3mg/L, SS 4.8mg/L로

2006년 보다 향상되었으며,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인 BOD30mg/L,COD40mg/L, 

SS 30mg/L의 16% 이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007년 현재 운 중인 20개 하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의 평균 수질은 BOD

1.9mg/L, COD 6.9mg/L, SS 2.7mg/L로 청정지역 등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강

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치인 BOD 10mg/L, COD 40mg/L, SS 10mg/L의 19%, 17%,

69%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체 개발한 하수처리 프로그램(PASS2)을 통한 최적운 방

안으로 방류수 수질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의 평균 수질은 BOD 6.1mg/L, SS 5.4mg/L로 법적 기준치인 BOD 20mg/L의

SS 20mg/L의 31%, 27% 이내입니다.

폐기물배출및재활용
상·하수도 슬러지

2007년도에 1㎥의 수돗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약 66g입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정수장 슬러지는 97,458톤이며, 시멘트 원료, 성토재 및 녹생토 등으로

100% 재활용 처리하 습니다.

2007년 한해 발생된 하수 슬러지는 9,172톤이며 이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2,734

톤을 녹생토, 시멘트원료, 퇴비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 으며, 6,438톤을 해양 배출하

습니다. 현재 슬러지를 해양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활용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K-water가 관리하는 모든 하수처리장의 하수 슬러지는 100%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BOD

●COD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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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 (단위 : kg)

미세먼지 SOx CO HC NOx

221 1,506 3,992 1,036 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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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슬러지재활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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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재활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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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

K-water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

촉진으로 국토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절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2007년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약 90,925톤은 도로포장재, 녹지 등의

성·복토재 및 순환골재 등으로, 임목폐기물 약 10,218톤은 우드칩(Wood Chip) 등으

로 가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여 98%를 재활용하 습니다. 앞으로도 K-water는

건설사업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해 건설사업 계획단계에서는“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친화적 설계”를, 시공단계에서는“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생산적 건설현장

구현”으로 건설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자원순환형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유출, 폐기물처리, 폐수배출 향
유해물질 배출 관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유해물질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본문 53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배출 관리

슬러지 해양배출 규제(런던협약 ’96 의정서)에 따른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개정(해양

수산부령 330호, ’06.2.21)으로 2007년부터 정수장 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되었습니다.

K-water는 2006년부터 정수장 발생 슬러지를 100% 재활용하고 있으며, 해외로 반출

되는 폐기물은 없습니다.

제품및서비스
환경 향 저감활동과 성과

ISO14001요건을 반 한 P(계획), D(실행), C(점검), A(개선) 과정의 동적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환경성과를 개선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8대 분야 30개의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98.1%를 달성(2005년 96%, 2006년 98%)하 습니다.

2007 환경경 성과

법규준수, 운송, 환경회계
법규 준수

2007년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비금전적 제재 건수는 없습니다.

임직원 이동에 따른 환경 향

출퇴근, 출장 등 임직원 이동에 따른 환경 향을 분석한 결과, SOx 등의 대기오염물질

3,094kg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환경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용차 카풀제, 요일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총액

환경투자 및 환경원가 등 환경회계에 관한 세부 정보는 4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측면파악
•환경 향평가

•환경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Feed-Back 및 당해 년도 방향설정

•환경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시행

•실적점검
(내부심사)

•개선 및 조치
•경 자 검토

환경 친화적 설계(DfE) 5건

환경 향평가 등 28건

환경 친화적 건설 3건

환경친화적개발및관리 환경 친화적 시설물 관리 8건

지방상수도 유수율 62.9%

LCA 1건(청주정수장)

환경투자 728억(8.9%)

댐원수 수질개선(평균 COD 2.8mg/L)

댐 유역 하수처리율 제고(48%⇒50%)

깨끗한물공급
수돗물 수질개선

(정수 0.1NTU이하 99.4%, 침전수 1NTU이하 95.8%)

수돗물 불신해소

(병물 총 6,970천병 공급, 실시간 수돗물 수질공개 28개소)

환경친화제품생산·소비
수력에너지 생산(2,159GWh)

녹색상품 구매 63억 원

정수약품 원가절감(약품원단위 5.2원/㎥)

사업장 전력사용량 3,399MWh 절감

자원절약및재활용 유류소비량 절감(경유 88,761L, 등유 8,850L, LNG 331천㎥)

정수장 역세척수 사용량 절감(정수생산량의 1.35%)

음식물쓰레기 감축(본사 잔반배출량 178kg/일)

정수장 방류수 수질개선

(BOD2.8mg/L, COD5.3mg/L, SS4.8mg/L)
오염물질배출량감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관리(BOD6.1mg/L, SS 5.4mg/L)

정수장 슬러지 배출량 감축(슬러지 배출량 0.07kg/㎥)

수질사고대비 훈련 45건

환경, 안전, 보건관리 환경, 안전, 보건사고 0건

환경법규위반 과태료 0건

환경봉사활동 152회(9,510시간)

시민사회협력강화 협의회(시화, 대청호 등) 활동 및 각종 행사 참여·지원 등 33건

수자원시설 탐방지원(워터투어 18,336명/357단체)

숲가꾸기 사업 추진 (면적103천ha, 사업비 543백만 원)

환경경 성과 투명공개

기타환경경 활동
지속가능경 보고서 발간 및 GRI 등록

저개발국가 수자원개발

(해외사업 8건/104억 원)

특허출원 29건 (가압부상식 여과지 등)

●임직원이동에따른환경 향 (단위 : kg)

미세먼지 SOx CO HC NOx

20 139 2,551 5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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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여건
K-water의 2008년 1월 1일 현재, 총 직원은 임원 7명을 포함하여 지난해 보다 4.6%가

늘어난 총 4,249명(정원기준)입니다.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대책과 지방상수도 인수에

따른 고용전환 등으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신규채용 인원은 총 235명으로 이 중

60%인 140명을 공개 채용하 습니다. 

이직 비율

최근 몇 년 동안 퇴직 직원 수와 이직율이 다소 증가하 습니다. 2007년 한해 동안

이직한 직원은 77명으로 1.9%의 이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제도

상근 직원을 위해 법정복지제도인 4대 사회보험 이외에도 생활기반 안정, 삶의 질 향상,

동기부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 하고 있습니다.

노 동

임원
0.16%

전문직
2.73% 특정직

13.70%

일반직
83.41%

● 2008년도임직원(정원)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기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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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채용인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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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및이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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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현황(정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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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2%

39%

18%

●연령별구성(현원기준)

정규직
94.38%

비정규직
5.62%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비율)

구 분 내 용

주 거
주택구입 자금 대출

합숙소등 사택 제공

중고 학자금 지원

교 육 대학생 학자금 융자

본사 어린이집 운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금연, 비만클리닉) 운

건강 관리
본사 의무실 운 및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제도 시행

구내 치과, 한의원 운

종업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 (EAP)

모성 보호
수유 공간 및 여직원 전용 휴게실

출산, 육아휴가 시 대체인력확보 제도

재해 보상
업무상 재해 시 재해보상제도 운

암등 난치성 질병치료 지원, 단체보험 제도 운

체력단련장 운

기 타 동호회 활동 지원

장례물품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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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의하여 전 직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며, 단체교섭 적용대상 직원은 78.8%입니다.

단체협약 제21조(통지의무)에 의해 근로조건 변경 및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이 발행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로에게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보건및안전
K-water가 운 하는 노사 공동 보건안전위원회는 노사협의회로 갈음하여 운 하고 있

습니다. 노사 각각 8인으로 구성된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경 현안을 논의하

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시에는 경 현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상호 이해를 통해 노사갈등을 줄이

고, 생산성과 직원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노사간 공동이익을 추구합니다.

노사협의회 안건 중 안전 및 보건 사항

•여성 직원 근무환경 개선 •재해보상체계 일원화

•안전사고 예방 •모성보호 입법사항 반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업무관련 산재율, 유병율

질병예방 및 위험관리 프로그램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종업원 상담 지원제도와 댐주변 지역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효나

눔 복지센터’를 운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상담지원제도(EAP : Employee Assistance Plan)

종업원을 대상으로 조직 부적응, 업무량 과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스트레

스 예방 및 해소 차원에서 EAP 제도를 도입하여 운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60p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나눔복지센터

댐주변지역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주요 활동테마로 선정하여 2006년 6월 13억 원을

투입해 경남 합천군 대병면에‘효나눔복지센터’를 건립했습니다. 600평부지 위에 건립된

200평 규모의 이 건물은 농촌노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보금자리입니다. 

교육및훈련

퇴직자를 위한 에버그린 프로그램

임금피크제도에 따라 직군이 전환되는 임금피크대상자에게는 전환 후 2년 남은 정년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에버그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화관리를 위주

로 하는“직군전환 입문과정”과 개인재정, 부동산, 창업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에버그린”교육을 통하여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대상

모든 임직원은 정기적인 성과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임원의 경우 사장과 경 계약을

체결하여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며, 연봉 대상자로서 1급 직원은 부서평가

결과, 업무성과평가 결과, 전략과제평가 결과, 2급 직원은 부서평가결과, 팀평가 결과,

업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3급 이하 일반 직원은 부서평가 결과,

팀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됩니다.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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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6 2007

3.2
3.1

●유병율(%)

업무성과평가결과 직속상사가 피평가자의 업무능력에 대해 평가

전략과제평가결과 사장이 피평가자의 전략과제 달성도 등 전반적인 업무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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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및평등한기회
임직원 구성

2007년도 임직원 중에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90.5% 대 9.5%로서 아직 남성의 비중이

절대적이나, 2003년부터 여성 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입사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21% 수준으로서 여성의 채용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

다. 2007년 12월 현재 여성근로자는 총 376명으로 전체 임직원의 9.5%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여성 관리자는 부장(2급) 2명, 차장(3급) 11명입니다.

기본급 비교

남녀 직원의 기본급은 직급과 입사 연도가 같다면 동일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자및조달관행
투자협약에 대한 인권심사

K-water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사업은 주로 공적 개발원조(ODA) 및 엔지니어링

(조사·설계, 시공감리 등) 기술력 수출에 의한 소규모 투자 프로젝트로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직접 투자하는 주요 투자 사업을 포함하여

K-water의 모든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인권 보호조항을 포함할 것입니다.

계약업체 인권 심사

공사 및 용역계약 등 업체와 거래 시 계약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부정당 업체를 배제하고

있으며, 재무건전성과 기업신용도, 품질, 납품 실적 등 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인권

심사에 갈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 입찰참가 사전심사기준에 산재율 등의 인권,

노동 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관련 직원 교육

인권교육은 현재 주로 소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사적 성희롱 예방교육에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별금지
K-water는 직장 내 소수인력의 권익보호와 임직원 고충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및 계약직 사원과 같은 소수 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용 확대,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조에 여성국을 설치하여,

여성 권익을 보장하도록 운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61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
단체 협약상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권리가 침해

될 소지가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아동노동근절
K-water의 모든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아동노동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 노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 취업금지 규정을 통해

15세 미만 혹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청소년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사 시에는 연령을 밝힐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근절
강제 노동금지에 관한 한국 근로기준법과 ILO(NO 105“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Global Compact 10대 원칙 중 노동표준(Labor Standards) 분야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안관행
개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노동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서별

1인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부서내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주민권리

K-water는 댐 및 수도, 단지 등을 건설하는 SOC 투자 관련 공기업으로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거주민과 불가피하게 쟁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 사건으로서 2007년 110건이 발생하여 이 중 58건은 완료되고 5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K-water는 생활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지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댐건설 이후 수몰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 9.5%

남 90.5%

●종업원성비

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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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향
사업단계별 환경성평가 실시 및 지역환경 관리

사업의 각 단계별로 환경 및 사회적 향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을 추진합

니다. 댐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민, K-water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댐 건설 지역협의회를 운 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평가 (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

개별 개발사업의 상위 단계인 행정계획에서부터 환경 향을 경제·사회적 향과 함께

고려하는 전략적인 의사결정 지원수단으로, 2007년에는 댐건설 장기계획 수립시 전략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의 환경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으로 적절한 댐 후보지

선정에 기여하 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중·하위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환경 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적절한 개발계

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댐건설 장기계획 및 댐건설 기본계획 단계에서 실시

하여 환경적으로 적절한 댐 건설계획을 수립합니다.

환경 향평가(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 향을 방지하는 제도로서, 댐건설 실시계획 수립 시에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지역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후 환경 향조사(Post Environmental Audit)

환경 향평가를 통해 협의된 내용의 철저한 이행과 건설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향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건설지역에 대하여 환경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부항

댐을 비롯해 10여건의 사후 환경 향조사를 실시하 습니다.

환경 복원 및 문화유산 보전

수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 변화를 방지하고 생태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어도, 대체서식지 등의 친환경시설을 조성하는 등 지역환경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불어 장흥댐 유적지 공원, 대곡댐 문화재 전시관 건설 등 수몰 및 훼손될 수 있는 지역

문화재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예방
부패 위험분석 및 조치

2007년 7월과 12월 두 차례 자체 청렴도를 측정하 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부패발생여

부와 부패 유발요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점수화한 것으로 측정결과는 부서별

경 평가에 반 하여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측정 부서별 점수를 분석하여

취약부서에대한감사활동을강화하 고취약요인에대한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습니다.

청렴도 교육

윤리경 을 4대 경 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 다양한 의사전달 채널을 통해 중요성과

실천을 강조하 습니다. K-water 윤리경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수행 기반을 조성하 고, 모든 경 진을 포함한 전 직원의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한 노력

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전국 순회교육, 일반 교육과정에 윤리교육 의무화, 특정업무별

교육 등 2007년 294회 9,337명이 참여하 습니다. 

공공정책참여
수자원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률 제·개정 시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긴 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국무조정실, 국토해양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됨에 따라 K-water의 명의로 정치 후원금이나 현물 기부

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쟁저해행위및법규준수
K-water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부당 경쟁행위나 독점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지적된 사항이 없으며, 기타 법률이나 규제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이나 비금

전적 제재건수는 없습니다.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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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건강및안전준수
K-water의 모든 수도 사업장에 대하여 수돗물 전과정평가(LCA)와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확대 추진하여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전국 광역정수장을 대상으로 탁도, 잔류염소, 맛, 냄새, 소독부산물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적인 정수장 수질등급 평가제를 운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수질등급

평가를 위하여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K-water 자체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부기준

인“서비스 이행표준”에 의거 수질기준 부적합 판정 횟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7년

위반된 사례는 없습니다.

제품및서비스라벨링
다양한 고객 니즈(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 실천을 위해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관련 법규 위반은 없으며, 고객 만족도 평가

등 세부사항은 본문의 고객중심경 38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커뮤니케이션
모든 마케팅은 고객의 의사결정에 향을 주기 때문에 고객의 판단에 저해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광고, 촉진,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

션을 포함한 모든 업활동은 관련 법규와 전사적인 업무 방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토지분양 공고 등 모든 광고는 자체 매체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공정하게 이행하고 있습

니다. 광고 부문에서는 법률상에 기재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규정과 법규를 준

수하고 있으며, 마케팅 사항으로 위반사례는 없습니다.

고객개인정보보호, 공급관련법규준수
접근통제와 권한제어, 사후감사 등 고객·데이터베이스 보안정책을 수립하여 고객의 개

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불만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민원에 대

하여 자체적으로 1건당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며 2007년은 4건에 4만원을 지급하

습니다. 

고객헌장을 제정, 운 함으로써 업무분야별로 상세하게 설정된 서비스 이행목표를 준수

함으로써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고객 불만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K-

water 홈페이지(“고객의 소리”게시판)를 통해 항상 열려있는 불만접수 창구를 운 함으

로써 고객이 적시에 원하는 답변을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고객 불만사

항은 전사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경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은 없습니다. 

제 품 책 임

2004 2005 20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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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분석

1.1 비전과 전략 CEO 메시지, 전략 및 비전 4-5, 8-9 ●

1.2 주요 향, 위험요인 및 기회요소 지속가능요인, 윤리, 위기관리 8-9, 10, 18 ●

조직프로필

2.1 조직 명칭 회사명 7 ●

2.2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주요사업 및 대표 브랜드 20-31 ●

2.3 주요 사업부서, 운 회사, 합작회사를 비롯한 보고조직의 조직구조 주요 사업부서, 출자회사 등 조직구조 7, 9 ●

2.4 본사/본부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위치도 7 ●

2.5 보고조직이 업 중인 국가 수, 주요 사업장이 있거나 보고서에서 사업장 수, 해외사업 국가 수 머리 , 31 ●

다루는 지속가능성 문제와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는 국가명

2.6 소유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출자자 구성, 지분구조 7, 11 ●

2.7 대상시장 대상시장 및 고객 분류 39 ●

2.8 보고조직의 규모 임직원수, 매출액, 총자산, 총부채 7 ●

2.9 보고기간 중 규모, 구조 또는 소유구조상의 중대한 변화 중대한 변화 없음 머리 ●

2.10 보고기간 중 수상내역 대외 수상 및 인증 내역 88 ●

보고매개변수(Parameters) 

3.1 보고대상기간 2007년 전체, 2008년 일부 머리 ●

3.2 가장 최근 보고서 발간 일자 2007년 8월 29일 머리 ●

3.3 보고주기 연간 머리 ●

3.4 보고서 및 관련내용에 대한 문의처 보고서 문의처 머리 ●

3.5 보고내용 정의 프로세스 대상 독자 등 이해관계자 머리 ●

3.6 보고경계 국내 사업장 및 해외사업 성과 머리 ●

3.7 보고범위 또는 보고경계상의 구체적인 제한사항 해외사업 성과 머리 ●

3.8 합작회사, 자회사, 임대시설, 외주업무 등 기간별 또는 조직간 4개 출자회사의 기간과 동일 66 ●

비교가능성에 큰 향을 줄 수 있는 객체에 대한 보고기준 회계처리 지분법 또는 원가법 적용

3.9 성과지표 등 기타 정보수집과정에서 적용된 예측을 뒷받침하는 경제, 환경, 사회부문 데이터 측정 66 ●

가정과 기법을 포함한 데이터측정기법 및 계산 기준 기법 및 계산기준

3.10 이전보고서에 제시된 정보의 재기술로 인한 효과 및 변화 없음 머리 ●

재기술 사유에 대한 설명

3.11 이전보고기간 대비 보고서의 범위, 경계 또는 측정방식상의 큰 변화 국내 사업장 변화, 해외사업 프로젝트 변화 머리 ●

3.12 보고서 내에서 표준공시사항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 GRI Content Index 78-81 ●

3.13 보고서에 대한 외부검증을 구하기 위한 정책 및 현재 활동 제3자 검증 보고서 64-65 ●

지배구조, 책임, 참여

4.1 조직의 지배구조 이사회 권한과 구성, 책임사항 11 ●

4.2 이사회 의장의 임원 겸직 여부 사장이 이사회 의장 겸직 11 ●

4.3 이사회가 일원화된 조직의 경우,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또는 상임 및 비상임 이사 구성 11 ●

임원이 아닌 구성원의 수 명시

4.4 주주와 직원이 이사회에 조언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메커니즘 직원들로 구성된 청년이사회 운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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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사회 구성원, 고위 관리자, 임원 등에 대한 이사회 운 결과를 평가와 연계 11 ●

보상과 조직의 성과간의 관계

4.6 이사회 내의 이해관계상의 충돌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 신속하고 충분한 사전 심의 강화 11 ●

4.7 경제/환경/사회전략을 보조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 및 상임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절차 11 ●

전문성기준을 결정하는 프로세스

4.8 경제/환경/사회성과 및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마련한 윤리강령, 환경경 방침, 고객헌장, 부록 ●

미션/핵심가치 진술문, 행동강령 및 원칙 혁신 비전/미션

4.9 이사회가 경제/환경/사회성과 파악 및 관리를 관장하는 절차 이사회 운 절차 11 ●

4.10 이사회 자체의 경제/환경/사회관련 성과 평가 프로세스 운 결과 정부평가, 성과연봉 차등지급 11 ●

4.11 사전예방의 원칙과 접근방법 채택여부 및 채택방식에 대한 설명 사전예방원칙과 접근방법 14-17 ●

4.12 경제/환경/사회헌장, 원칙 등 가입하거나 지지하고 있는 UN Global Compact 준수 선언 10 ●

외부 이니셔티브

4.13 국내외 협회 및 정책기구 멤버십 획득 현황 국내외 협회 및 정책기구 회원활동 88 ●

4.14 참여한 이해관계자 그룹 목록 이해관계자 그룹 14-17 ●

4.15 참여할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기준 이해관계자 식별 및 선정 14-17 ●

4.16 이해관계자 참여방식 현황 이해관계자 중대성 평가 14-17 ●

4.17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주제와 관심사, 이해관계자 관심사항 및 대처방식 14-17 ●

이에 대한 대처방식

경제성과지표

경 접근방식에대한공시 8-9, 34 ●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경제가치의 창출과 배분 68 ●

EC2 기후변화의 재무적 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기후변화대응 및 CDM사업 68 ●

EC3 연금 지원 범위 퇴직금관리, 퇴직 프로그램 68 ●

EC4 정부 보조금 수혜실적 국고보조금 68 ●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법정 최저임금 대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68 ●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정책, 관행 및 비율 지역 구매정책 68 ●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절차 및 현지출신 고위관리자 비율 국내사업장 현장 사무소 현지인 채용 68 ●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동과 효과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기존 댐 환경개선 68 ●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68 ●

환경성과지표

경 접근방식에대한공시 44-45 ●

EN1 중량 또는 부피기준 원료 사용량 전과정평가의 물질 수지식 69 ●

EN2 재생원료 사용비율 슬러지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율 7 71 ●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경유, 등유, LPG, 천연가스 사용량 69 ●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외부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전기사용량 69 ●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지량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운 을 통한 절감량 8 69 ●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에너지절약제품구매, 에너지 절감 성과 9 69 ●

공급노력 및 해당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에너지 사용 감축노력 점심시간 PC 끄기, 8 69 ●

차량 5부제, 기타 에너지절약 노력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정수장 총 취수량 83 ●

EN9 취수로부터 큰 향을 받는 용수공급원 취수로 인해 생태계변화가 우려되는 공급원 8 70 ●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물 재이용량 8 83 ●

EN11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환경친화적수자원시설, 생물다양성보존시설 8 70 ●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및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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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12 보호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구역에서의 활동, 사업지역의 환경변화 모니터링 8 70 ●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향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생물 서식환경 및 자연문화유산 보전 8 70 ●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조치 및 향후 계획 생물다양성 관리전략 8 70 ●

EN15 사업 향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지정 주요 댐별 멸종위기 종 파악 8 70 ●

멸종위기 종(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EN16 직ㆍ간접 온실가스 총배출량 직.간접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70 ●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 임직원 통근, 출장 시 온실가스 배출량 9 71 ●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CDM 사업 68 ●

EN19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량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량 없음 71 ●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에너지 소모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71 ●

EN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량 및 수질 71 ●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상하수도 슬러지 및 건설폐기물 발생량 71 ●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량 유출사고 없음 72 ●

EN24 바젤협약 부속서 I,II,III,VIII 에 규정된 폐기물의 폐기물의 해외 반출 없음 71 ●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EN25 보고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향을 받는 수역 및 방류수역의 생태환경과 수질보전 8 72 ●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향 저감활동과 성과 수질오염 예방활동 및 환경경 성과 8 72 ●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비율 공급제품특성상 무관 7 - N/A

EN28 환경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환경법규 준수 및 사고예방 8 72 ●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향 임직원 이동에 따른 환경 향 72 ●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환경투자 및 환경원가 72 ●

노동성과지표

경 접근방식에대한공시 56 ●

LA1 고용유형, 고용계약 및 지역별 인력현황 고용유형, 고용계약 및 지역별 인력현황 73 ●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 73 ●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상근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73 ●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LA4 단체교섭 적용대상 직원비율 단체교섭 적용대상 직원비율 3 74 ●

LA5 중요한 사업변동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기간 단체협약서 상 통보기간 74 ●

LA6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비율 노사협의회로 갈음 3 74 ●

LA7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건수 산업재해율, 유병율 74 ●

LA8 심각한 질병관련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종업원상담지원프로그램(EAP) 지역주민 74 ●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효 프로젝트 운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보건 및 안전사항 노사협의회 안건 3 74 ●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직원 직급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74 ●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한 퇴직자를 위한 에버그린 프로그램 74 ●

직무교육 및 평생 학습 프로그램

LA12 정기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대상 직원의 비율 성과평가 해당직원 6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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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현황 임직원 구성현황 6 75 ●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신입 남녀 직원 기본급 비율 6 75 ●

인권성과지표

HR1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심사를 통과한 인권심사가 포함된 계약 및 협약 2 75 ●

주요 투자협약 건수 및 비율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약업체의 인권심사비율 공급업체에 대한 인권 등 심사방법 2 75 ●

HR3 업무관련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시수 인권관련교육 (성희롱방지 교육 시수) 2 75 ●

HR4 총 차별건수 및 관련 조치 임직원 고충처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및 상당 1 75 ●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여성, 장애인 등 소수인력 권익보호조치 1 75 ●

판단된 업무분야 및 해당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HR6 아동노동 발생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아동노동근절을 위한 조치 청소년취업금지 규정(취업규칙) 5 75 ●

HR7 강제노동발생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강제 노동근절을 위한 조치 강제노동금지 규정(국내근로기준법) 4 75 ●

HR8 업무관련 인권 정책 및 절차교육을 이수한 보안담당자 비율 인권 관련 보안담당자 교육실적 1 75 ●

HR9 원주민 권리침해건수 및 관련 조치 지역주민 민원 및 처리 2 75 ●

사회성과지표

SO1 업무활동의 시작, 운 , 종료단계에서 지역사회 향을 단계별 환경 향 평가, 사후 향평가 76 ●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범위 및 실효성

SO2 부패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부서별 청렴도 평가로 부패위험 높은 10 76 ●

직위나 부서 조사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관련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윤리경 교육이수 비율 10 76 ●

SO4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10 76 ●

SO5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정책 수립 및 로비활동 참여 정부정책 수행 등 공공정책 참여 76 ●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현물 기부총액 K-water 명의의 후원은 법적으로 금지 76 N/A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정기 감사 10 76 ●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위반건수 및 벌금 76 ●

제품책임성과지표

PR1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전 향을 평가한 수돗물 전과정평가 및 환경성적표지 도입 50-51 ●

라이프 사이클 상의단계, 주요제품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비율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장수질등급평가제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의 건강과 고객의 건강 및 안전 관련 법규준수 노력 77 ●

안전 향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수돗물 수질정보 등 정보제공노력 77 ●

그러한 정보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비율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 관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수돗물 수질정보 등 정보제공노력 77 ●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만족관련 활동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7 ●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마케팅 관련 규제 등 준수 77 ●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준수 프로그램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련 홍보 관련 법규준수 노력 77 ●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PR8 고객 개인정보 보호위반 및 고객 데이터분실과 관련하여 인터넷 민원 건수 및 내역 77 ●

제기된 불만 건수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서비스 공급 법규준수노력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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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erformance Index
GRI 지표내용 단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EC01 매출액 백만 원 1,493,084 1,590,951 1,721,105 1,812,905

2.8 댐용수 공급량 백만㎥ 4,443 4,616 4,706 4,757

2.8 수돗물 공급량 백만㎥ 2,838 2,881 2,972 3,064

2.8 댐용수 요금단가 원/㎥ 41.70 47.93 47.93 47.93

2.8 수돗물 요금단가 원/㎥ 259.10 286.60 286.60 286.60

2.8 유수율(광역상수도) % 99.24 99.00 99.52 99.70

경제 EC01 자본제공자에게 제공한 이자 백만 원 44,804 28,942 23,814 22,754

EC01 자본제공자에게 제공한 배당금 백만 원 22,010 35,281 39,111 26,104

EC01 매출액 업이익율 % 14.7 18.7 16.87 12.70

EC01 세금 납부액 백만 원 58,921 76,730 78,952 50,317

2.8 댐용수 고객 수 개소 125 108 88 95

2.8 수돗물 고객 수 개소 1,397 1,538 1,543 1,707

PR05 고객만족지수 점수 80.0 83.0 87.0 93.5

LA01 총 직원 수 인 3,850 3,880 4,064 4,249

HR04 여성 직원 수 인 266 309 357 376

노동시간 (법정노동시간) 시간/주 46.75(40) 46.75(40) 46.75(40) 46.75(40)

LA01 신규고용인원 인 271 239 110 140

LA02 이직인원수 인 46 61 66 77

사회 LA10 교육훈련인원 인 8,241 12,926 11,513 13,906

HR05 노사협의 안건수 및 합의건수 건수 23 14 12 13

LA07 산업재해 건수 건수 9 14 7 13

LA07 산업재해율 % 0.25 0.38 0.18 0.32

LA07 질병이환자 인 154 127 122 127

LA07 유병율 % 4.3 3.3 3.2 3.1

EC09 댐주변지역지원금 억 원 174 425 467 520

EC09 사회공헌투자액 억 원 198 480 475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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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지표내용 단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EN16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tCO2e 389,424 411,866 388,216 445,086

EN03 에너지총사용량 TOE 197,046 208,189 196,227 225,158

EN03 용수생산시 전력소비량 KWh/㎥ 0.3010 0.3164 0.3167 0.3150

EN08 총취수량 천㎥ 2,850,329 2,898,823 2,985,975 3,103,761

EN06 다목적댐에서 생산한 전력량 GWh 2,708 2,457 2,183 2,159

EN22 정수장 슬러지 발생량 tonnes 93,509 103,622 100,174 97,458

EN22 정수장 슬러지 재활용율 % 23.3 47.98 9.2 100

EN10 물 재이용량(본사 중수도사용량) ㎥ 6,576 8,531 9,423 8,079

EN14 치어방류 천 마리 2,142 1,445 1,982 1,596

EN21 정수장 방류수 BOD mg/L 3.2 3.9 3.0 2.8

EN21 정수장 방류수 COD mg/L 5.9 5.7 5.5 5.3

EN21 정수장 방류수 SS mg/L 5.5 5.54 4.9 4.8

환경 EN21 하수처리 BOD mg/L 2.7 2.9 2.2 1.9

EN21 하수처리 COD mg/L 7.2 7.8 7.0 6.9

EN21 하수처리 SS mg/L 3.0 3.3 3.2 2.7

노후관 개량실적(연장) km 18.4 14.2 11.3 12.5

노후관 개량실적(비용) 백만 원 17,852 13,046 10,059 10,912

톤당 수질관리비 (약품 원단위) 원/㎥ 4.8 5.56 5.8 5.2

EN30 환경시설 투자비 억 원 1,178 548 728 653

EN30 총투자 대비 환경투자 비율 % 14.10 7.0 8.9 10.0

EN30 환경원가 억 원 894 1,217 1,215 1,210

EN30 사업원가 대비 환경원가 비율 % 8.22 11.70 11.0 11.0

4.15 ISO9001/14001 통합인증 유지를 위한 건수 1 1 1 1

사후관리심사

4.11 환경 향평가 건수 12 10 2 1

4.11 사전 환경성 검토 건수 4 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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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환경경 방침, 고객헌장, 혁신비전선언문

윤리강령 전문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 수자원을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개발·관리·보존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의 기업이다.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21세기 물의 시대』를 맞아 세계적인 물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며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투명경 실천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구환경이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며,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터전임을 인식하고 환경 경 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만족과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 을 통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하나, 우리는 도덕적·법적 가치를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경쟁의 실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인격과 창의를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가 하나라는 인식으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발전시켜 공동의 번 을 추구한다.

*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규정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의 윤리경 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 방침

우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깊이 인식한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다루는 우리 공사는 환경 친화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환경 친화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환경경 방침을 선언한다.

하나,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앞장선다.

하나, 수자원을 개발·관리함에 있어 환경에 미치는 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전, 오염의 예방, 그리고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모든

활동이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하나, 물자와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재활용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립하고, 무관심으로 인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진지하게 성찰한다.

하나, 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여 공사에 대한 신뢰도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인다.

하나, 환경오염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며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 을 때에는 즉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이러한

실천이 기업윤리의 근본임을 항상 명심한다.

하나, 환경을 위한 우리의 활동이 윤리규범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쓴다.

한국수자원공사 전 임직원은 이 선언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자자손손 쾌적한 환경에서 번 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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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헌장 전문

한국수자원공사는 우리나라 수자원을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개발·관리·보존하고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자원공사는『고객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라는 경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고객중심의 경 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여 투명경 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불만과 충고에 항상 귀 기울이며,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약속한 서비스이행표준이 지켜지지 않아 고객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고객에 대하여도 차별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으며,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 을 추구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혁신비전 선언문

우리는 국민에게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의 물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만족을 경 의 최우선적 가치로 삼아 기존의 관행과 제도, 가치관을 고객중심으로 바꾸고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양심과 상식, 법률에 어긋남이 없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지역 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에도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비전 달성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일 잘하는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8

대차대조표
제34기 :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33기 : 2006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단위: 백만원)

재무제표

과목
제34(당)기 제33(전)기

금액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740,227 816,125

1. 당좌자산 499,552 722,252

2. 재고자산 240,675 93,873

Ⅱ. 비유동자산 10,703,623 10,581,280

1. 투자자산 949,167 1,068,501

2. 유형자산 2,280,570 2,072,432

3. 무형자산 7,322,680 7,365,943

4. 기타의비유동자산 151,206 74,404

자산총계 11,443,850 11,397,405

[부채] Ⅰ. 유동부채 520,801 620,629

Ⅱ. 비유동부채 1,054,751 1,122,946

부채총계 1,575,552 1,743,575

[자본] Ⅰ. 자본금 6,274,901 6,188,501

Ⅱ. 자본잉여금 1,451,379 1,451,379

Ⅲ. 자본조정 -737 -1,200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947 -6,514

Ⅴ. 이익잉여금 2,130,807 2,021,664

자본총계 9,868,298 9,653,830

부채와자본총계 11,443,850 11,397,405

손익계산서
제34기 :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제33기 :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단위: 백만원)

과목
제34(당)기 제33(전)기

금액 금액

Ⅰ. 매출액 1,812,905 1,721,105

1. 제품매출액 190,432 286,227

2. 용역수익 1,622,473 1,434,878

Ⅱ. 매출원가 1,498,004 1,360,962

1. 제품매출원가 133,231 205,921

2. 용역원가 1,364,773 1,155,041

Ⅲ. 매출총이익 314,900 360,143

Ⅳ.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84,644 69,818

Ⅴ. 업이익 230,256 290,325

Ⅵ. 업외수익 38,338 84,982

Ⅶ. 업외비용 69,352 79,349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9,242 295,958

Ⅸ. 법인세비용 50,317 78,953

Ⅹ. 당기순이익 148,925 217,00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34기 :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제33기 :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 2008년 2월 29일, 2007년 2월 28일

한국수자원공사 (단위: 백만원)

본 재무제표는 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검증된 데이터를 요약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K-water 홈페이지 (경 공시 - 재무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
제34(당)기 제33(전)기

금액 금액

Ⅰ. 처분전이익잉여금 148,925 217,005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

2. 당기순이익 148,925 217,005

Ⅱ. 임의적립금 이입액 30,488 39,711

1.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30,488 69,711

합계 179,413 256,716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179,413 256,716

1. 이익준비금 35,883 51,343

2. 기타법정적립금 116,958 139,583

3. 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469 671

4. 배당금 26,103 39,111

5. 임의적립금 - 26,008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

현금흐름표
제34기 :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제33기 :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 2008년 2월 29일, 2007년 2월 28일

한국수자원공사 (단위: 백만원)

과목
제34(당)기 제33(전)기

금액 금액

Ⅰ. 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25,709 740,051

1. 당기순이익 148,925 217,005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514,523 491,685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4,317 52,752

4. 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33,422 84,113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09,358 -771,03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22,810 48,35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832,168 819,380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6,451 68,536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6,192 398,326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22,643 329,790

Ⅳ. 현금의 증가(감소) -120,100 37,557

Ⅴ. 기초의 현금 238,031 200,474

Ⅵ. 기말의 현금 117,931 23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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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생토 잔디가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이 흙을 뿌려서 녹화 하는데

쓰이는 흙

막여과공정 산업용 초순수 제조나 가정용 정수기에 널리 사용되는 기술로서, 오염

물질이 함유된 원수를 고분자 막(Membrane)에 투과시켜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선진 정수처리기법

비점오염원 오염배출구가 점적으로 존재하는 인구 또는 가축 등의 점오염원과는

달리 오염원의 배출경로가 불특정한 오염원으로, 유역 내 존재하는 토지이용(논, 밭,

산림 등)에 의해서 오염부하량이 산정되는 오염원으로 주로 강우 시 오염물질이 수

계로 유출

소독부산물 정수처리에 사용되는 소독제와 물속의 유기화합물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THM, HAA 등의 발암성 물질

신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 등 3종의 신에너지와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 해양, 폐기물 등 8종의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개념

슬러지 하수처리 혹은 정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

유병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점에 조사한 이환자수를 그 지역 인구수에 대하여

나타내는 비율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과정에 걸쳐

소모되고 배출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양을 정량화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 향을

평가하는 기법

환경 향평가 도로시설·항만시설·철도·공항·공단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기타 간척사업의 환경에 대한 향을 예측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해수담수화 염분이 있는 물에서 염분 등 화학물질을 제거하여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 내는 공법으로, 중소규모 시설에는 에너지 사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막여과법인 역삼투법이 주로 사용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란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상 깊은 곳의 바

닷물. 최근에는 수산, 식품, 음료, 화장품,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와 중요성

증가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성과기록표)   조직의 사명과 전략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측정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자본을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05년부터는 개도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Unilateral

CDM사업 허용)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물속의 오염물질을 산

화제를 이용하여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량, COD의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된 물

임을 의미

CRM(Customer Relation Management)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신규고객 획득, 기존고객 유지 및 고객의 평생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 전문기업에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

자하여 발생한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제도

GEF(Green Energy Family)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기기를 보급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고 에너지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한 자발적인 범국민운동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지속가능경 보고서’의 가이드라인을 개발

하기 위해 1997년 UNEP의 지원으로 설립된 기구

ISO14001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정해진 국제적인 환경경 시스템 표준

ISO 24500   상하수도 서비스 국제표준 규격으로 ’07.10 제정

ISO 26000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 규격으로 지배구조, 환경 및 인권, 노동, 조

직운 , 소비자, 지역사회 등 사회적 책임 7대 원칙을 중심으로 자발적 준수 원칙이

포함되며, ’09년 11월 제정 예정

MBR(Membrane Bio Reactor)   미세한 세공을 갖고 있는 분리막(membrane)을

이용해 물속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오염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하는 슬러지

감량형 하수처리기술

MTV(Multi-Techno Valley)   시화 북측간척지에 건설되는 전자/전기, R/D등의

21세기형 첨단 복합단지

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탁도 측정단위, 시료에 빛을 비춰 산란

된 빛의 세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의 흐림 정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

관에 하는 원조

RT (Ton of Refrigeration, 냉동톤)   냉동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 1냉동톤은 24

시간 동안에 0℃의 물 1톤을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량

SS(Suspended Solid, 부유물질)    물속에서 떠다니는 직경이 0.1㎛ 이상의입자

로 물의 탁도를 유발시킴

TOE(Ton of Oil Equivalent)    전력, 가스, 유류 등 에너지 사용량을 원유(톤)로

환산한 량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정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으로 흔히 유엔기후변화협약 이라 불림

VOC(Voice of Customers, 고객의 소리)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및 요구 사항

용어정의



2004. 10 사회공헌기업 대상수상 (한국경제신문)
2005. 10 2005 대한민국 친환경 대상 (환경미디어)
2005. 11 제5회 생태조경 녹화대상 공모전 대상수상 (환경부·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2006. 5 제3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우수상 (한국조경학회)
2006. 9 수도권 수도통합운 센터 친환경건축물 인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06. 9 한국사회공헌 대상 (한국언론인포럼)
2006. 10 대한 적십자사 포장, 명예대장 (대한적십자사)
2006. 11 사회공헌기업대상 (한국경제신문, 열린경 연구원)
2006. 11 제22회 경향 전기에너지대상, 본상 (국무총리상) (경향신문사, 한국전력)
2006. 11 2006 품질 경쟁력 우수기업 인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6. 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007. 4 2007 존경 받는 기업 최우수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서울경제신문)
2007. 5 Global Standard 경 대상 및 최고경 자상 (한국능률협회)
2007. 5 가족 친화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여성부)
2007. 7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2007. 10 디지털 지식경 대상 우수상 (지식경제부)
2007. 11 ISO/IEC 20000(정보화 품질) 인증 (LRQA)
2007. 11 하수처리기술, 환경기술상 대통령상 수상 (환경부)
2007. 11 로하스(LOHAS) 경 대상 (환경재단)
2007. 12 지속가능경 대상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2008. 6 한국사회공헌 대상 (한국언론인포럼)

1971. 11 한국대댐회
1976. 1 대한전기협회
1985. 12 한국에너지재단
1997. 3 한국전력기술인협회
2001. 5 한국전력거래소
2001. 9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2002. 1 한국상하수도협회
2002. 9 한국환경경 학회
2004. 3 한국환경 향평가협회
2004. 9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2005. 10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6. 7 윤경포럼
2007. 2 UN Global Compact
2007. 2 U-city 협회
2007. 3 IWA(국제물협회)
2007. 3 AWWA(미국수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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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사람

대전광역시대덕구신탄진로560

경 혁신실CSR팀앞

-

- 117603

독자의소리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는 우리 공사가 지속가능경 활동을 추진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지속가능경 보고서와 보고서에 담긴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다음 보고서에 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지에 첨부된 내용을 작성하시어 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 을 총괄하고 있는 경 혁신실 CSR팀에 팩스(042.629.2399)나 이메일(sustainability@kwater.or.kr)을 통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지속가능경 보고서2008에대하여

귀하의 소속은 무엇입니까?

① 투자자/주주 ② 협력업체 ③한국수자원공사임직원 ④지역주민

⑤시민단체 ⑥학계 ⑦언론인 ⑧기타(                  )

어떤 경로를 통해한국수자원공사의 지속가능경 보고서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공사 홈페이지 ②신문/잡지기사 ③ 인터넷검색 ④공사임직원의소개

⑤기타(                  )

가장 흥미롭게 읽은부분은 어느부분입니까?

① Profile ② Business Focus ③ Water(경제) ④ Nature(환경)

⑤ People(사회) ⑥ 부록

가장 보안해야 할부분이 있다면 어느부분입니까?

① Profile ② Business Focus ③ Water(경제) ④ Nature(환경)

⑤ People(사회) ⑥ 부록

보고서의전체적인구성과내용에서개선되어야할사항이나공사의지속가능경 활동에대한여러분의의견을자유롭

게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하나 하나는 지속가능경 활동을 추진하는데 커다란 힘이 됩니다.
지속가능경 보고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다음 보고서에 반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는 2007년 지속가능경 성과를 본 보고서에 담아내도록 노력하 습니다. 작성기준은 GRI의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G3)을 충실히 준수하고자 하 습니다.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와 작성한 내용과 데
이터는 제3자 검증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부터 검증을 받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GRI 기준에서 정한 G3 가이드
라인적용수준중 A 레벨에서요구하는사항을모두충족하는방향으로작성하 습니다.

Substainability Report 2008

발간목적
K-water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국민 생활의 향
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환경 친화적이고 공정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발간
‘지속가능경 보고서 2008’은 제4호 보고서입니다. 경제적 성과, 환
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을 총괄하는 K-water의 지속가능경 전략,
활동,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담아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는 2007년 8월에 발행하 습니다.

보고서의작성원칙
본 보고서는 GRI의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G3)을 기준
으로 작성하 습니다. 세부 내용은“GRI Index”(78p~81p)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상독자
K-water의 경 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향을 받는 고객, 지역
사회, 정부, 협력회사, 임직원, NGO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
보고서를 작성하 습니다.

보고기간
보고 기간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정성적인 성과
는 2008년 6월까지의 성과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량적인 성
과는 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
니다. K-water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보고대상
보고 대상은 본사와 7개 지역본부, 국내 33개 사업장, 그리고 해외사
업 성과(11개국 13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가능경 현황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아직 사업장 형태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로
운 하고 있어 사업성과만 반 하 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변화는 하
부기구의 조정에 따라 21개 사업장이 통합되었습니다.

변경사항
보고 기간 중 규모, 구조, 기준연도, 소유구조상 중요한 변경사항은 없
습니다.

보고서검증
보고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부터 보고
서에 기재된 데이터와 문장 중 선택된 사항에 대하여 제3자 검증을
받았습니다. 검증의견서는 64p-65p에 있습니다.

추가적인정보제공
본 보고서는 K-water 홈페이지 (http://www.kwater.or.kr)에서도 보
실 수 있습니다. K-water의 지속가능경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경 혁신실 CSR팀(전화 : 042-629-2368~9,
팩스 : 042-629-239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문의
(306-7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 
K-water 경 혁신실 CSR팀
TEL 042.629.2368~9
Fax 042.629.2399   
E-mail sustainability@kwater.or.kr   

본 보고서는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소개된 지속가능경 활동과 성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보고서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water의 지속가능경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작 I K-water 경 혁신실
디자인 I 미지애드컴(02.783.6013)

이 보고서는 국산 재생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하 습니다

www.kwa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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