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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기술이 새로운 세계기준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최고 기술력으로

POWER EPC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1975년 설립 이후 전 임직원의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여 

초창기의 일천했던 사업의 규모나 직원 수에 

비해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전체적인 규모와 

위상이 현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창출해온 회사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윤리경영을 

정착시켜 청렴하고 윤리적인 조직문화를 구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가 도래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임직원 모두는 

윤리경영의 토대 위에서 제반 업무활동을 공정

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과 

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윤리경영 종합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본 윤리경영 백서에는 ‘윤리경영 종합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모습을 윤리경영 전략개요, 윤리경영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윤리경영 실행 프로그램 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서 발간을 통해 우리 회사의 윤리경영 노력을 되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욱 보강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국민의 사랑과 성원으로 원자력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던 자부심과 긍지를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면서 윤리경영 선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회사가 추진하는 

윤리경영 시책에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15년 3월

대표이사 사장

박 구 원

CEO 발간사

우리의 기술이 새로운 세계기준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최고 기술력으로

POWER EPC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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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KEPCO E&C는 국내 원자력, 화력발전소 종합설계기술 자립 달성이라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39년간 전 임직원의 노력과 열정으로 원자력·화력 등 발전소 설계와 신기술 개발, 가동 중인 발전소의 

기술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며 국내 발전 사업의 핵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는 회사의 핵심 역량을 확대 강화 하고자 

"최고의 기술로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Global Power EPC 기업" 
이라는 New Vision을 수립하였습니다.

KEPCO E&C는 협업 Total Solution 제공을 통한 국가적 시너지 창출에 기여하고자 

발전플랜트분야 글로벌 TOP 5 EPC 기업을 목표로 합니다.

I. COMPANY PROFILE

(2015. 3월 기준)

회사명 한국전력기술

대표이사 박구원

설립목적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종합 설계기술 자립

설립일 1975년 10월 2일

기관유형 기타공공기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공개시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2009. 12)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

주주구성 한국전력공사(74.86%), 한국원자력 연구원(2.06%), 기타(23.08%)

신용등급 AA (한국기업평가 및 NICE 신용평가)

[ KEPCO E&C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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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력현황 ]

✣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발전 플랜트 엔지니어링 Knowhow를 보유한 Man Power

총 인원 : 2,162명 (2015.1.31 기준 / 단위:명)

구 분 임 원 직 원 합 계

인원 수 5 2,157 2,162

구 분 본 사 별 관 대 전 국내현장 해 외

인원 수 750 881 354 109 68

감 사

감사실
품질안전환경처

홍보실

미래전력기술연구소

기술전략실

사 장

경영관리본부 원자로설계개발단

•기획처

•경영지원처

•인사노무처

•계약실

•ICT 지원실

•인재개발교육원

•원자로사업관리실

•원자로사업개발처

•유체계통설계그룹

•기계설계그룹

•계측제어설계그룹

•안전해석그룹

•사업부서

원자력본부

•원자력사업관리실

•원자력사업처

•원자력기술그룹

•기계기술그룹

•배관기술그룹

•전기기술그룹

•계측제어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사업관리기술그룹

•특수기술그룹

•재료기술그룹

•원전기기안전센터

•사업부서

플랜트본부

•플랜트사업관리실

•EPCM 지원실

•플랜트사업개발처

•기계배관기술그룹

•전기계측기술그룹

•토목건축기슬구룹

•신재생환경기술그룹

•EPC 기술그룹

•사업부서

※ 미보유 : 691(32.0%)     ※ PE : Professional Engineer     ※ PMP : Project Management Professional

※ 비정규직 미포함

기술직 1,712 (79.2%)

연구직 187 (8.7%)

사무직 256 (11.8%)

기타 7 (0.3%)
직종별

기타 168 (7.8%)

박사 116 (5.4%)

석사 561 (25.9%)

학사 1,317 (60.9%)

학력별

기사 488 (22.6%)

기타 72 (3.3%)

기술사 251 (11.6%)

PE/PMP 660 (30.5%)

자격별
2,162 2,162 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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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전략 체계

매출
“5조원”

EPC매출
“4조원”

글로벌매출
“70%”

영업이익률
“8.5%”

ROIC
“10%”

중장기 전략목표

중장기 전략 방향

인간•환경•기술의 융화 (Humaneering)

경영이념

최고의 기술로 고객의 가치를 실현하는 Global Power EPC기업

2020 비전

전력플랜트 분야 세계 5위 달성

핵심가치

도전 전문성 소통

경영기반 강화

Total Solution
사업강화

글로벌 사업
확대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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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기술로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Global Power EPC 기업

지속가능경영 체계

KEPCO E&C는 2020 비전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자 중장기 경영전략체계와 

연계한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 비전

전략방향

세부 전략방향 및 세부 전략과제

•전략적  원자력사업  EP(CM)확장

•플랜트 EPC 사업 확대

•EPC 사업 역량 강화

•Total Solution 사업강화

•해외사업 협력 기반 확대

•해외시장 진출 차별화 전략 강화

•글로벌사업 확대

•수출/미래형 원전 기술 강화

•플랜트/녹색 기술 강화

•EPC 기술 확보

•지속가능 기술개발

•임직원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확대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

•글로벌 인재육성 강화

•임직원 만족도 증대

•상생경영 체계 강화

•협력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대

•사회공헌 전략 및 프로그램 체계화

•동반성장 강화

•고객 만족도 증대

•지속가능 경영 정보 공개 강화

•투명/윤리/품질경영 강화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신뢰경영 확대

•환경경영 조직 및 인식 강화

•환경경영 데이터 관리 체계화

•사업장 환경 활동 확대

•친환경 체계 강화

•청정대기사업 강화(환경사업)

•기후변화 대응 사업 확대 (녹색 사업)

•친환경기술 R&D 강화

•친환경 사업 확대

New Power Win-Win PowerGreen Power

경제 
Global Power EPC 역량 강화

환경
친환경 기술 강화

사회
이해관계자 신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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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THICS MANAGEMENT

KEPCO E&C 윤리경영 추진전략

윤리경영 비전/전략 체계

추진 목표 Trust Organization Pride

세부

추진

과제

윤리의식향상을 통한 

신뢰형성
윤리경영시스템 확립

윤리문화 확산으로 

자긍심 고취

Life-Cycle 맞춤형 윤리교육
임직원/협력업체 대상

윤리행동강령 운영
윤리캠페인 지속 실시

전직원 윤리서약 실시
윤리경영 전담부서 및

협조체계 구축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협력사 대상 윤리교육 제공
온오프라인 

윤리 시스템 확립
윤리경영 전사 정보  공유

•TOP : Trust, Organization, Pride의 약자

• 윤리의식 향상 대내외 신뢰형성(Trust), 인프라(Organization) 구축, 자부심(Pride) 있는 기업문화 

확산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최고(TOP Tier)의 기업

[ TOP 윤리경영 의미 ]

비전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전력기술

브랜드

T.O.P 윤리경영

윤리의식향상을 통한 대내외 신뢰형성(Trust),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Organization), 

자긍심(Pride)을 고취하는 윤리문화 확산을 통해  

Global TOP Power EPC기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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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로드맵 & 추진 프로세스

계 획

•대내외 경영 환경 및  

 전년도 성과분석

•윤리경영 추진 전략 

    및 세부 계획 수립

실 행

•조직, 규범 정비

• 전사 실천 프로그램

운영

•본부별 윤리행동강령

   책임자 임무 이행

모니터링

• 윤리경영 진단조사 추진

•자체·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시행

•반기별 책임경영 

 KPI 반영

환 류

• 차기년도 계획수립반영

• 성취도에 따른 윤리교육 

내용 구성 변경

•내부평가 반영 및 보상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기업으로 
도약하고 윤리의식 내재화 및 
청렴윤리 자정능력 형성

윤리경영 정착기로서 
윤리의식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조직문화 변화 추구

윤리경영 도입단계로서 
청렴윤리 시행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선진윤리경영 달성기
(~2020)

윤리경영 정착기
(~2015)

윤리경영 확산기
(~2013)

•윤리경영 선도기업 달성

•윤리의식 내재화

•자발적 청렴윤리 활동 지속

•윤리경영 추진동력 강화

•청렴윤리문화 확산

•청렴윤리규범 제정

•윤리경영관리체계 구축

선진윤리 기업달성

관리체계구축

[ 윤리경영 중장기 Road Map ]

[ 추진  프로세스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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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위원장 사   장 (위상 격상)

위   원
•본부장, 행동강령총괄책임자

•필요시 위원장 지명직원 3인이내

간   사 윤리경영팀장

심의사항
•윤리경영관련 주요 결정사항

   (추진전략심의, 추진과제채택 등)

윤리경영팀장

간사

사장

위원장

위원

본부/단장

위원

행동강령총괄책임자

위원

지명 직원 3인

본      부 행동강령 책임자 윤리경영 지킴이 

감  사  실 감 사 실 장 감사실 양정열

연구소, 기술전략실 연 구 소 장 기술전략실 윤창준

품질안전환경처 품질안전환경처장 품질안전환경처 엄재민

홍  보  실 홍 보 실 장 홍보실 손인자

경영관리본부 인사노무처장 인사노무처 노정화

원자력본부 원자력사업관리실장 원자력사업관리실 김수림

플랜트본부 플랜트사업관리실장 플랜트사업관리실 최상희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사업관리실장 원자로사업관리실 이  준

II. ETHICS MANAGEMENT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구축

[ 윤리경영 조직체계 확립 ]

•윤리경영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팀 신설 (2014년 1월)

•윤리경영 위원회 운영 

- 윤리경영 추진전략 등 위원회 개최/심의 

- 2회 개최(2014년 03월 10일, 11월 14일)

•본부별 윤리경영 추진조직 신규 구성 

- 추진조직 : 본부별 행동강령책임자 윤리경영지킴이(8명)

- 임명일자 : 201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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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관련 규정명 제정/개정 일자 주   요   내   용

전문기술인 윤리강령 2014년 04월 04일 전문기술인의 책임과 의무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4차에 걸쳐 개정)

2014년 03월 13일

2014년 06월 12일

2014년 10월 16일

2014년 12월 18일

퇴직자 사적접촉 제한 / 비밀유출 /

전관예우 금지 재취업 제한 등 규제강화

직무관련자 협찬요구 제한 등 

신설(공정거래 문화정착)

협력업체 윤리강령 2014년 03월 19일 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청렴마일리지 지침 2014년 12월 18일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지침

외부강의등신고매뉴얼 
2014년 06월 12일

2014년 09월 05일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사항 및 절차 매뉴얼

청탁행위대응 매뉴얼 2014년 10월 21일 청탁행위 대응요령 해설

청렴마일리지 매뉴얼 2014년 12월 18일 사용자/관리자용 매뉴얼

[ 윤리강령 운영 및 제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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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청렴윤리활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청렴윤리 컨텐츠 종합 제공 

- 윤리경영 규정, 제도 가이드라인, News letter 등 컨텐츠 제공  

- 전사/개인별 실적관리 및 리얼타임 조회

- 임직원 신고업무 이중업무의 단순 전산서식화 완료

•행동강령 신고사항 수기서식 전산화로 Paperless Work 구현 

-  명예서약서, 골프신고서, 위반행위신고서, 금전거래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청구서 등, 

 임직원의 작성·신고 절차의 편의성 향상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실적 보상제도(청렴윤리 인센티브) 

- 청렴활동 성과보상체계를 제도화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전사/개인별 청렴윤리 활동 실적의 계량화 및 종합 관리 

-  우리회사 윤리경영활동 실적의 체계적 관리

[ 청렴마일리지 제도 도입 시행 ]

II. ETHICS MANAGEMENT

윤리경영 시스템 및 인프라구축

[ 윤리경영 종합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 2014년 12월 18일

2014년 12월 18일



II. ETH
ICS M

A
N

A
G

EM
EN

T

KEPCO E&C Ethics Management a White paper • 13

II. ETHICS MANAGEMENT

청렴윤리 컨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 윤리경영 가이드북 신규 제작 ] 2014년 11월 11일, 80페이지

[ 윤리경영 부정·부패 비리사례집 제작 ] 2014년 11월 11일, 40페이지

•윤리경영 핵심이념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이드북

- 어렵고 딱딱한 윤리경영 내용을 흥미/재미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

•윤리규범 및 사례공유를 통해 비윤리 행위에 대한 판단근거 제시

- 교육자료 활용 및 e-Book 발간 등 대외 윤리경영 활동 홍보 병행

- 사 례 : 일반론적/우리회사 윤리경영, 행동강령을 사례별로 설명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윤리지침서로 활용

•국내 최초의 기업단위 부정부패 사례집

- 구체적 부정부패 사례 제공으로 비리에 대한 임직원들의 경각심 제공

- 윤리규범 이해도 향상을 위한 비리사례와 윤리규정을 연계 제작

- 공기업, 그룹사 등 부정부패 사례의 내용을 활용하여 내용 구성

•전직원 대상 부정부패 사례집을 배포하여 청렴윤리 지침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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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청렴윤리 마인드 고취 

 경영혁신·기업문화 메시지 전달로 점진적 조직문화 개선

•운영 : 그룹웨어 시스템 초기화면에 윤리컨텐츠를 운영

•배경 :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에 전직원의 관심과 참여 제고

•목적 : 윤리강령 준수, 성희롱없는 양성평등 추구 직장문화 조성

•운영 : 직장윤리 가치관 조성 등 실천서약 전자 서명

•개선 : 업무포탈 윤리경영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인별 서약 실적 관리

•내용 : 윤리경영 대내외 동향/윤리경영 프로그램 소개 News Letter

•운영 : 온라인 메일 발송 기능 활용(A4 기준 4페이지 분량)

•구성 : 경영진 청렴윤리 메시지, 전력사 윤리경영 소식, 윤리퀴즈 및 만화, 

 윤리경영 성공/실패사례 등으로 구성

•제작목적 : 윤리경영 스크린세이버로 지속적인 윤리경영 캠페인을 

 통하여 청렴문화의 확산 및 윤리의식의 제고 

•제작편수 및 내용 : 1편(청렴 나침반)

[ 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e-Poster 운영 ] 월 1회

[ 사이버 윤리서약 실시 ]

[ 윤리경영 소식지(News Letter)제작 배포 ]

[ 스크린세이버 제작 ]

2014년 3월(연 1회), 전직원 100% 참여

월 2회

201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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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공모안 45건 접수 중 슬로건 3건, 엠블럼 2건 당선작 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이디어 접수 평가위원 선정 공모(안) 평가 최종 선정/포상

•전직원 공지
•슬로건 공모

•본부별 평가
•위원 선정

•1차 평가
•2차 평가

•당선작 공고
•고득점자 포상

일  자 구    분 세    부    내    용 

11/18
윤리경영지킴이 발대식

(용인본관)
본부별 실무자급 조직 구성 및 발대식 개최

(실무현장 윤리경영 담당자 지정)

11/18 
사회공헌 협약식

(용인 본관)
대한적십자사와 대외협력 사회공헌활동 

공동수행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 체결 

11/18~19
윤리연극/특강

(용인본관/원설단)
윤리교육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청렴연극/윤리특강 실시

11/20
청렴골든벨

(용인본관)

KBS퀴즈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방식 활용

윤리규정/제도에 대한 퀴즈 대항전 실시

•목적 :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자율적 실천의지 고취

•내용 : 접수된 공모(안)을 평가하여 고득점자 포상 및 최종 선정

•내용 : 윤리경영 실천주간 설정(사내/사외 청렴윤리의지 확산 추진)

- CEO의 청렴윤리 실천의지 강조 및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상·하간 쌍방향 윤리경영 소통 채널 확보

│일       정│

[ 윤리경영 엠블럼 및 슬로건 공모 시행 ]

[ 윤리경영 실천주간 운영 ]

2014년 5월 21일 - 6월 11일

2014년 11월 18일~20일

윤리경영 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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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THICS MANAGEMENT

생애주기별 맞춤 윤리교육 실시

•교육대상 세분화로 맞춤교육 시행 

- 신입사원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해설을 포함한 윤리교육 시행

- 직       원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해설, 전사 윤리특강 등 시행

- 승 급 자 : 중간관리자로서의 윤리적 소양 및 역할 교육 신설

- 경 영 진 : 회사 경영에 있어서 경영진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행동

- 퇴 직 자 : 퇴직 후 보안사항 유지·보안, 비윤리행위 방지 교육

•교육대상 확대 : 윤리경영 대상을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대 실시

[ 직급별 맞춤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중

│교육대상별 윤리교육 세부 실적│

대  상 교   육   과   정   명 수강인원 교육일자

경영진 청렴연수원 고위과정 2명 2014.07.10

승급자 승급자 교육 연계 윤리교육 42명 2014.08.27 / 09.03

전직원 온라인 플래시 윤리교육 1,115명 연중

신입사원/입사3년차 
윤리특강, 윤리연극 실시 194명 2014.11.18~19

윤리행동강령 특강 238명 연 4회 

퇴직예정자 퇴직예정자교육 윤리특강 실시 52명 2014.10.30

협력회사
온라인 플래시 윤리교육 208명 연중

윤리특강 참여 권장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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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 성희롱 예방교육 별도 실시

구 분 장 소  강 사 일 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본사/분당 견 윤 창 2014년 08월 26일

 원자로설계개발단 김 희 순 2014년 08월 27일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본사/분당 견 윤 창 2014년 10월 28일

원자로설계개발단 견 윤 창 2014년 11월 10일

•성희롱고충상담원 고충상담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수(2명)

- 사내 고충상담원의 직무역량 강화/고충상담 내실화를 위한 교육 시행 

-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실적 점검 시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여부 가점사항

•목적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가부 공공기관 의무 교육 

 - 2014년 공공기관 성희롱예방실적 점검 시 자체교육 실적 제출 사항

•대상 : 임직원(계약직 포함) 및 협력업체 직원

•구성 : 법규, 고충처리절차,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 사례

•방식 : 전문강사 초빙 집체교육(실시간 시청각 교육 병행) 

[ 성의식 관련 4대 정부 지정 의무 프로그램 교육 ]

•목적 : 전사 윤리의식 내재화 추구 •내용 : 윤리경영 중요성, 윤리행동강령, 사례학습

•대상 : 임직원(계약직 포함) 및 협력업체 직원 •실적 : 1,115명/년(협력업체 1,323명/년)

[ 온라인 Flash 윤리교육 ] 월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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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술력!

한국전력기술의 열정 넘치는 인재!

•제작 목적 : 직급별 오프라인 강의용 교재 제작

•제작 형식 : 직급별 20page 이내(2시간 기준) PPT파일로 제작

•총 5종 제작 완료

1종 : 신입사원용(직무윤리),   2종 : 선임급용(부패대응),   3종 : 책임급용(이해충돌)

4종 : 팀장용(윤리적 의사결정),   5종 : 부서장용(윤리적 리더십)

[ 직급별 윤리교육 교재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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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ETHICS MANAGEMENT

사회공헌을 통한 윤리경영 확산

•일방적인 퍼주기 방식(임직원 혜택 부족)의 개선

•임직원(가족/협력업체) 상생 방식(혜택 공유)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임직원(가족/협력업체) 참여

- 자율모금 실적을 청렴마일리지 항목으로 도입/보상

[ 사회공헌(봉사/기부) 운영 시스템 개선 ]

•단순 기부금 지급 및 기부회사명 홍보로 종료되는 

 일회성, 행사성 캠페인 위주의 사업의 개선

•전문기관 공신력과 프로그램 도입(시너지 효과) 

-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협약체결(2014년 11월 18일)

- 기부금에 상응하는 목적사업 추진(제약예산 운영 효과)

[ 사회공헌 대외협력사업 추진 ]

•지역사회봉사 : 본부/단별 인근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어촌봉사 : 

 자매결연마을 봉사활동, 일손돕기 봉사활동 등 

- 1사1촌 결연 현황 : 김천시 구성면 대양리, 작내리(1개 신규)

[ 지역사회와 유대관계 구축을 위한 본부/단별 참사랑봉사단 활동 ]

1사1촌 봉사활동

•대한적십자사 사회공헌협약체결에 따른 

 국제구호봉사활동

-  필리핀 마닐라지역 빈민가 및 취약계층 청소년대상 급식·생필품 

배급 봉사, 위생교육, 시설보수 개선봉사활동 실시

- 우리회사 직원 10명(대한적십자사 포함 총 21명) 참여

[ 대한적십자사 공동 국제구호봉사활동 ] 2014년 11월 30일 – 12월 04일

국제구호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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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헌혈 및 (132명, 2014년 05월 28일, 본사, 분당별관, 개발단)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SR 나눔로드 연계 사업 시행(2014년 08월 03일)

- 위기가정 긴급지원 경기도 구간 행사운영 후원

- 직원(가족) 행사 참여 연계(봉사활동 점수 부여)

[ 대외기관 연계형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로 나눔봉사 범위 확대 ]

•참사랑봉사단 Matching Fund 기금을 운영

- 전체 직원의 약 94% 모금 참여(연중/전력그룹사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

- 사회공헌기금 특별모금 캠페인 실시(2014.03.17~04.25)

•직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소단위 자율봉사단’ 운영

- 직원 3인이상으로 구성된 소단위 자율봉사단을 자체 구성하여 자율적 봉사활동 실시(연중)

[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내 봉사문화 전파 ]

사랑의 헌혈 SR나눔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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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팝업 온라인 설문지

지   표   명 세     부     내     용

공직윤리지수 주임급 이상 직원 재산공개 실적

경영투명성제고노력 윤리경영 내부견제 시스템 운영 등

윤리경영추진노력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추진노력과 성과

청렴마일리지 실적 청렴마일리지 평가를 통한 청렴 윤리활동 제고 (2014년 예고지표로 반영)

사회공헌 추진노력 사회공헌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평가

II. ETHICS MANAGEMENT

윤리의식 진단조사 및 피드백 체계 정립

•윤리의식 조사 개요

- 설문 목적 : 조직의 윤리경영 수준 파악 및 윤리경영 실적 점검

- 설문 기간 : 2014.12.01~12.12 (10일간)

- 설문 대상 : 전 직원 (임원급 이상 제외)

- 설문 방식 : Web-Survey (직원 e-mail로 웹 설문지 전송)

- 설문 내용 : 개인윤리, 조직윤리, 사회책임 (총 25문항으로 구성)

•윤리경영 추진실적을 내부조직평가에 반영하여 윤리경영 추진의 실효성 강화

•개인/부서별 청렴윤리활동 성과계량화 및 점검 환류

- 윤리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청렴윤리 활동 28개 항목 실시간 성과계량화 및 점검 이행

[ 윤리의식 조사 및 진단 ]

[ 윤리경영 실적의 내부조직평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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