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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노사문화대상 수상

부산항만공사(BPA)는 2019년 노사문화대상 기업에 선정돼 지난 13일 열린 2019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BPA는 2004년 설립된 이후부터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노사 문
화를 조성하고 실천하고자 ▲전사유연근무제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장기휴가제도 시행 등
을 통한 일家양득 실현 ▲성과평가 제도 개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없는 인사․보수제도 운
영을 통한 공정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BPA는 또 최근 ▲사람이 행복한 상생의 부
산항 만들기에도 앞장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출처: 일요신문, ‘부산항만공사, 노사문화대상 수상’, 2019/12/15
링크: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56223



부산항만공사, '지역통계사업 성과' 최우수상 수상

부산항만공사(BPA)는 제1회 지역통계사업 성과 발표대회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인 최우수상
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BPA는 2017년 동남지방통계청, 부산시와 공동으로 전국 최초로 크루즈 산업 통계를 개발해 매
년 2차례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부산항을 기항하는 크루즈선의 승객과 선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크루즈 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팝업 마켓에는 현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신규인력을 창출하고 크
루즈 1척당 평균 2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출처: 뉴스1, 부산항만공사, '지역통계사업 성과' 최우수상 수상, 2019/12/17
링크: http://news1.kr/articles/?3795609



부산항만공사, 국내 공기업 최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가 국내 공기업 최초로 인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 인권경영 이행을
공인 받았다.
부산항만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 인권경영시스템 표준(KMR HRMS:2019)에 따라 자체 인권경영매
뉴얼 제정, 내부 심사, 경영 검토 등을 추진했으며, 임직원 인권존중문화성숙도 조사와 현장심사
를 거쳐 이번에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받은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시범 기관으로 선
정되어 선도적으로 인권경영을 도입한 이후 인권경영을 적극 이행해 마침내 ‘인권경영시스템 인
증 제1호’를 획득하게 됐다.
출처: 헤럴드 경제, 부산항만공사, 국내 공기업 최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9/12/24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240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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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부 자체평
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민간전문가와 적극 협업해 재난안전 체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기관특성을 반영해
실제상황과 유사한 훈련 시나리오를 설계·진행하면서 유기적 훈련설계와 실행부문에서 높은 평가
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출처: 이투데이, 사학연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 선정, 2019/12/16
링크: http://www.etoday.co.kr/news/view/1834671



사학연금,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 선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3일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정패를 수여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정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의 1차 지역심사를 거쳐, 사회공헌 전
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히 심사가 진행되었다.
이중흔 이사장은 “이번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 선정은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 공동체 구축을 통
해 지역 상생 발전에 더욱 기여하라는 뜻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
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사학연금,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 선정, 2019/12/17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12171448026238

3.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 혁신대회서 최우수상 받아

서울교통공사는 11일 2019년 철도안전 혁신대회에서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고신뢰(HR) 선로전환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발표했다.
선로전환기는 이상이 발생할 경우 열차 탈선으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갖춰야 하는 중요한 설비다.
공사는 그 동안 발생했던 고장 사례를 분석한 후, 문제점을 보완한 ‘고신뢰 선로전환기’를 개발했
다. 진동과 습기에 취약했던 전환기 내부 기존 구조를 커넥터 방식으로 개선하고, 제어 회로 재
질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고장률을 57% 줄여 제품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공사는 개발한 고신뢰 선로전환기를 서울 지하철 2호선에 도입했고 향후 1~8호선 전 노선에 적
용할 예정이며, 현장 실증 검증 후 철도안전품질 향상을 위한 국내 표준화도 추진하고 있다.
출처: 헤럴드 경제, 서울교통공사, 철도안전 혁신대회서 최우수상 받아, 2019/12/12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2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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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수광양항만공사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 수상

9일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차 사장은 최근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수여하는 ‘2019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
차 사장은 지난해 11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혁신을 위해 배우고 생
각하고, 살피고 풀어가고, 모으고 이어가자는 혁신의지로 조직의 변화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
그 결과 공공기관 최초 비정규직 제로 달성, 드론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국내 최초
항만안전보안용 드론 운영 등 공공서비스 품질혁신을 이뤄냈다. 또한 혁신 벤처기업 육성과 선박
안전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양 분야 유니콘기업 발굴을 위한 더드림스마트센터 개소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브릿지 경제,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글로벌 품질경영인 대상 수상, 2019/12/09
링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91209010003084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품질혁신상 최우수상 수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혁신연구원과 한국품질경영학회에서 주관한 '품질안전愛 안전품질혁신대
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4월 안전 전담부서인 안전보안실을 신설하고, 여수·광양항만의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해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항만근로자 작업장 개선방안 수립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
템은 기존 KOSHA-18001에 국제표준을 반영해 올 7월1일 개정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품질혁신상 최우수상 수상, 2019/12/28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12280757379112

5.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국내 공기업 최초 KOSHA-MS 인증

울산항만공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국내 공기업 최초로 안전보건경
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경영전반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부터 실행,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의지가 전 직원에게 파급되어 그야말로 안전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울산항만공사는 KOSHA-MS를 인증받기 위해 연초부터 별도의 T/F를 구성,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메뉴얼)를 마련하는 등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
단의 정밀 검증과 두 차례의 보완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27일 인증이 최종 확정되었다.
출처: 파이낸스뉴스, 울산항만공사 국내 공기업 최초 KOSHA-MS 인증, 2019/12/12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1212180423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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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울산항만공사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 '2019 인사혁신 우
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인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UPA는 채용 및 인재개발 분야 관련 '현업연계 성과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항만 인적 경쟁력
강화(Up! Port Human Resources Value)' 사례를 출품했으며 △경영전략 연계 참여·토론·문제해결
중심 액션러닝 교육프로그램 발굴 △울산항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아카데미 운영으로 열
린 지식공유의 장(場) 마련으로 기존에는 시도되지 않았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통해 경영성과
창출 및 체질혁신에 기여하고,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지역사회에 적극 공유·개방한 사례라는 점
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 울산매일일보, 울산항만공사,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2019/12/12
링크: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3969

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2019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2관왕 달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한국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회
적 가치 종합대상'과 '고객가치(Dominant of the Value)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고객가치 부문 최우수상을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성 강화, 포용적 성장, 참여와 신뢰'에 기반한 공사 구본환 사장의 혁신 의
지를 바탕으로 공항운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9 한국의 경영대상 2관왕을 달성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신규일자리 창출 1만6,073명(상반기 기준) ▲사회적 가치 투자 5,346억
원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49개 ▲국제여객 5위(6,786만 명) ▲국제화물 3위(295만 톤) 달성 등
의 굵직한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공사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최초로 '사회적 가치 실현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16개
사회적 가치 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출처: 투어코리아, 인천국제공항공사, '2019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2관왕 달성!, 2019/12/04
링크: http://www.tour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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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
상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화발전’
부문에서 표창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관련 신개발 제품 성능 검증을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IBK기업은행과의 상생펀드 조성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376개사 대상 1080억 원의 저리 대출 등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축인 자금·판로·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해 왔다.
또한 사회적기업 온라인 유통 전용몰을 구축해 판로개척에 힘쓰고 자사 대표 상생협력 사업인
‘온누리 열효율 개선사업’과 노숙인 건축 아카데미를 연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노숙인 35명의
취업을 도왔다.
출처: 시사오늘, 한국가스공사,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2019/12/13
링크: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20

8.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도로명주소 활성화표창’ 수상

LX는 10일 민간수행자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 등 관련자 424명이 참석
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도로명주소 활성화 유공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그간 LX는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제1회 섬의 날’ 행사에서 도로명주소
부스를 운영했으며, 국가지점번호 검증업무 수행과 주소정보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국제표준화
(ISO)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협약과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 구축을 통
한 국민생활안전과 편의 도모에 노력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출처: 매일일보, 한국국토정보공사, ‘도로명주소 활성화표창’ 수상, 2019/12/11
링크: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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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45001) 취득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하 한수원)이 원전 및 수력·양수발전소 등 모든 사업장에 대한 안
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45001) 인증을 취득했다.
한수원은 안전 최우선 안심일터(Risk Free Workplace) 구현을 위해 안전관리 조직 역량 제고, 협
력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비용 지원 등 한수원 내부 뿐 아니라 협력사들의 안전 시스템을 지
원하고, 산업안전교육장 건립 추진 등 자율 안전보건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출처: 경북신문,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ISO45001) 취득, 2019/12/22
링크: http://www.kbsm.net/default/index_view_page.php?idx=264471&part_idx=320

10.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기술, 2019년도 윤리경영대상 수상

한국전력기술이 11월 30일 한국윤리경영학회가 해마다 그 해 윤리경영에 가장 큰 의지와 노력을
보인 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2019년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전력기술은 윤리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가 강하고 체계적인 윤리경영 시스템을 갖추
고 있으며 임직원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협력회사,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윤리문화 확
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등 윤리경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와 청렴도평가에서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된 바 있는 공
공기관을 대표하는 모범적 윤리경영을 추구해 온 한국전력기술은 ‘청렴 ACADEMY 투어’와 ‘청렴
문화 확산 광역화 사업’ 등의 특화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 성과를 공공부분뿐 만 아니라 민간으로
까지 나누려는 노력으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출처: 일렉트릭파워, 한국전력기술, 2019년도 윤리경영대상 수상, 2019/12/02
링크: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90



한국전력기술, 동반성장 문화확산 정부포상 수상

국전력기술이 12월 9일 개최된 ‘2019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2019년도에 동반성장
문화확산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대상으로 수여되는 정부포상(동반성장위원장상)을 받았다.
한국전력기술은 중장기 경영전략에 사회적 가치 창달을 강조하고 있고 전사적인 동반성장과 사회
적 책임경영 추진으로 유망 중소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에너지기술의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해
온 실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상생협력 대출’ 프로그램은 협력회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금융비용
절감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운 사례가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출처: 일렉트릭파워, 한국전력기술, 동반성장 문화확산 정부포상 수상, 2019/12/10
링크: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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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대상 수상

한국전력기술(사장 이배수)이 12월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에서 혁신성장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한국공공정책학회 주최로 2016년부터 전문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회각계 단체를 선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국내 최초로 ‘김천상생드림밸리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문화를 선도했고, 공기업 최
초로 ‘상생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출처: 일렉트릭파워, 한국전력기술,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대상 수상, 2019/12/12
링크: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11

11. 한국중부발전㈜


한국중부발전, EA기반 정보자원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전자정부 성과
보고회에서 EA기반 정보자원관리 부문의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중부발전은 2009년에 정부정책에 따라 EA를 처음 도입해, 2010년 첫 EA 평가에 도전한 이
후 꾸준히 평가점수 향상 및 실질적인 정보화 성숙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만
점을 획득했다.
또한 중장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EA 관리시스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변화하는 디지털 시
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 중이다.
출처: 프라임 경제, 한국중부발전, EA기반 정보자원관리 우수기관 선정, 2019/12/04
링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85826



한국중부발전, 국내 최초 가상현실 안전체험교육시스템 전사 준공

한국중부발전이 31일 국내 최초로 가상현실기반 안전체험교육시스템 전사 구축사업을 준공했다.
본 사업은 중부발전과 협력기업 근로자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종합 안전관리 대책의 중요 핵심
사항으로 4차산업혁명 신기술인 가상현실(VR)기술을 접목한 안전체험교육시스템을 전 발전소에
구축한 것이다.
전국 사업장 단위로 국내 최초 구축된 가상현실 안전체험교육시스템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발전분야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추락, 낙하, 협착 등을 모션 시뮬레이터와 연동해 실제 경
험과 거의 동일한 재해 상황을 실감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출처: 프라임 경제, 한국중부발전, 국내 최초 가상현실 안전체험교육시스템 전사 준공, 2019/12/31
링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8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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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ISO 45001 인증 취득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8일 본사 및 19개 전 사업장에 대한 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
한난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식 및 시스템 개혁을 경영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전사적인 안전보
건 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등 자율 안전보건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러한 노력이 국제적
인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한난 김진홍 안전기술본부장은 “앞으로도 한난은 공사 경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경영 가
치로 산업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 에너지공기업으
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가스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 ISO 45001 인증 취득, 2019/12/19
링크: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72063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내 최초 ‘열수송관 성능시험센터’ 개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4일 한난 미래개발원에서 국내 최초로 지역난방 열수송관의 상태진단 및
수명평가 전문시험 수행을 위해 건립한 ‘열수송관 성능시험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580m2 규모로 대형실험실, 분석실, 열성능실험
실 등 3개 시험장으로 구성 돼 있다. 이 밖에도 열수송관의 잔여수명평가를 위한 ‘가속노화 시험
장치’, 운영 중 열수송관의 열손실 진단을 위한 ‘열전도율 시험장치’, 열수송관 연결부 안전 검증
을 위한 ‘모래응력 시험장치’ 등 열수송관의 품질 및 안전관련 핵심 성능에 대한 7종의 전용 시
험장치를 갖추고 있다.
한난는 열수송관 성능시험센터 운영을 통해 내부적으로 장기사용 열수송관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전략 수립을 위한 자체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출처: 에너지 경제,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내 최초 ‘열수송관 성능시험센터’ 개관, 2019/12/24
링크: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72063

13. 한전KDN㈜


한전KDN, 안전경영 인증 ISO45001 획득

한전KDN은 9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인 ISO45001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평가에서 '중대재해 및 사고조사의 체계적 관리'와 '현장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인증·심사를 통해 본사 및 전국 사업소 전반의 안전보건체제를 재정
비하고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내부 심사원 양성 교육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전자신문, 한전KDN, 안전경영 인증 ISO45001 획득, 2019/12/09
링크: http://www.etnews.com/2019120900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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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2019 안전품질혁신상 최우수상 수상

한전KDN은 27일 2019년 안전품질혁신상(안전경영시스템 부문)시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전KDN은 종합 심사결과 안전문화, 안전행동 인식도, 재난관리시스템 등 모든 분야에서 타 참
여기관 대비 평균 5점 이상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산업안전 종합안전지수와, 안전경영시스템 부문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산업안전관련
시스템이 가장 잘 정착돼 있는 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이번 심사는 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
다. 한전KDN은 올해 한층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하고 현장안전 작업수칙 표준화 관리를 시행 하는 등 안전체제를 정비했다.
출처: 일렉트릭파워, 한전KDN, 2019 안전품질혁신상 최우수상 수상, 2019/12/27
링크: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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