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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기술품질원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 발간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산업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 주요국가의 방산시장 현황과 국가별 

수·출입 제도 및 시장진출 방안 등을 폭넓고 다양하게 분석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

했다.  

출처: 연합뉴스, “국방기술품질원,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 발간”, 2019/01/23 

링크: https://www.yna.co.kr/view/PYH20190123024200013?input=1196m 

 

 '국방 Start-up Guide Book' 발간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시 겪는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군수품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 Start-up Guide Book'을 발간했다. 

출처: 연합뉴스, “국방기술품질원, '국방 Start-up Guide Book' 발간”. 2019/01/16 

링크: https://www.yna.co.kr/view/PYH20190116012800013?input=1196m 

 

2. 부산항만공사 

 환적 화물 年 1146만개… 부산항, 세계 2위 환적항으로 

부산항이 천혜의 지리적 여건과 신항 확충 등으로 동북아 1위,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도약했다. 

국내 무역항 중 지난 2004년 처음 출범, 부산항을 운영·관리해온 부산항만공사는 창립 15년 만

에 환적 화물이 3배 가까이로 크게 증가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부산 신항 건설과 배후부지 확충 등이 큰 역할을 했다. 추가적으로 크루즈 승객 

수도 2004년 이후로 22배 증가하여 크루즈 거점항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확인시켰다. 

출처: 문화일보, ‘환적 화물 年 1146만개… 부산항, 세계 2위 환적항으로’, 2019/01/24 

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12401071427098001 

 

 BPA, 조달청으로부터 정부권장정책 이행 공로상 수상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8일 오후 조달청장으로부터 정부권장정책 이행 및 지역사회 조달구매 

공로로 기관표창과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부산항만공사는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 행정발전에 기여하여 본 상을 받았으

며, 담당자인 김재열 차장은 5년간 계약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사회적 약자기업을 위한 입찰참

여 및 판로확산에 노력하였다. 

출처: 부산일보, ‘BPA, 조달청으로부터 정부권장정책 이행 공로상 수상’, 2019/01/09 

링크: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109000012 

 

 

https://www.yna.co.kr/view/PYH20190123024200013?input=1196m
https://www.yna.co.kr/view/PYH20190116012800013?input=119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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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2년 연속 고객감동경영대상 수상 

사학연금공단은 한국경제신문 주최,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는 2019 고객감동경영대상 공

공·행정 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고객 니즈 반영을 위한 고객정책 자문단 운영, 직무상 재해 교직원의 재활급여 신설, 

퇴직교직원 지원 사업 확대 등 차별화된 고객 중심 서비스를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지난해

에 이어 2회 연속 고객감동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 

출처: 아시아 경제, ‘사학연금, 2년 연속 고객감동경영대상 수상’, 2019/01/09 

링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0914580786028 

 

 사학연금, 블라인드 채용 경진대회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사학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최된 ‘2018년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공공부문 우

수성과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

다.  

사학연금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전면 도입해 채용공고,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전 과

정에서 편견요인을 없애고, 오직 직무능력만을 평가하는 공정한 채용 프로세스 구축으로 높은 평

가를 받았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사학연금, 블라인드 채용 경진대회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2019/01/02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01021556380209 

 

4.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보수 국제표준규격 취득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차량 유지보수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TS 22163' 인증을 받았

다고 7일 밝혔다.  

'ISO/TS 22163'은 철도산업 분야 품질경영시스템 국제표준규격이며 이번 취득은 도시철도 운영기

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세계적으로도 스페인 마드리드 지하철 운영기관에 이어 두 

번째다. 

출처: 헤럴드 경제,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보수 국제표준규격 취득’, 2019/01/07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07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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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 물동량 3억톤 '신기록'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여수·광양항의 작년 총 물동량이 3억톤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여수항, 광양항 개항 이후 최대 물량이며 전년 대비 3.2% 증가한 물동량이다. 

여수·광양의 한 해 총 물동량이 3억톤을 초과함으로써 세계 10위권 항만 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고 분석된다.   

출처: 서울경제, “여수·광양항 물동량 3억톤 '신기록'”, 2019/01/23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5DUI53Z 

 

 여수광양항만공사,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선정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에서 추진된 '전기야드트랙터 개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사가 항만 내 온실가스 저감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이송 장비인 야드트

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전기로 전환하고자 실시한 사업이다. 

이번 개발로 인해 전기야드트랙터의 연료비, 소모품비 및 온실가스 배출까지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진동, 소음, 매연 감소로 인한 근무환경 개선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News 1,“여수광양항만공사,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선정”, 2019/01/15 

링크: http://news1.kr/articles/?3524814 

 

6.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테크마켓 플랫폼 구축…'중기 동반성장' 앞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하반기 ‘인천공항 테크마켓 플랫폼’을 오픈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판로확대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과 인천공항이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매칭해 주는 오

픈형 플랫폼으로 기업이 신기술을 제안하면 인천공항공사가 필요한 기술을 선택해 검증 후 계약

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공사가 필요한 기술을 공모한 후 관련 기술 보유 기업들이 관련 

기술들을 역으로 제안 할 수도 있다.  

공사 측은 해당 플랫폼을 ‘인천공항 중소기업 협업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으로 확장시키며 ‘인천

공항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출처: 아시아타임즈, “인천공항, 테크마켓 플랫폼 구축…'중기 동반성장' 앞장”, 2019/01/20 

링크: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28 

 

 

 

https://www.sedaily.com/NewsView/1VE5DUI53Z
http://news1.kr/articles/?3524814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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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지난해 이용여객·매출 '더블 신기록' 달성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전체 여객과 매출액에서 모두 신기록을 달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월 9일 2018년 인천국제공항의 전체 여객수가 6825만 9763명 (전년 대비 

10%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 매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2조 6367억원으로 추

산된다. 추가적으로, 국제여행객 수는 세계 5위를 기록할 전망이며, 국제 화물 처리 실적도 세계 

3위를 기록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출처: News 1, “인천공항, 지난해 이용여객·매출 '더블 신기록' 달성”, 2019/01/09 

링크: http://news1.kr/articles/?3520600 

 

7.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달 31일 '2018년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공공부문 우수성과 경

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진공은 선도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확대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졸 예정자나 전문대졸자를 채용하거나 민간기업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팀장급 인원을 채용하는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력을 입증한다면 학위, 나이에 상관없이 채용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 선정’, 2019/01/10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01100935361995 

 

 중진공, 개인정보보호 관리 ‘최고’수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8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이 ‘최고’ 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업무·인터넷망 분리 등 기술적 보안조치 △기관 보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모

니터링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절차 개선 △직무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의 날을 지정해 업무용 PC 점검 △개인정보보호 우수부서 포상 인센티브제도 등을 실시

하며 행안부 평가 100점 만점에서 97.41점을 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중진공, 개인정보보호 관리 ‘최고’수준”, 2019/01/21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01211405150140 

 

 

 

 

 

 

http://news1.kr/articles/?3520600
http://www.fnnews.com/news/20190110093536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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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 동계 천연가스 공급 안정화·안전관리 만전 

17일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부산경남지역본부 청량관리소를 방문하여 주요 가스 공급설비를 

점검하고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주문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를 ‘특별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지정해 비상대응태세

를 확립하고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출처: 헤럴드 경제, ‘가스공사, 동계 천연가스 공급 안정화·안전관리 만전’, 2019/01/24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24000613 

 

9. 한국국토정보공사 

 LX, 국내 첫 스마트시티 지원기관 지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월 17일 국토교통부가 최초로 지정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지원기관에 

선정됐다.  

LX는 공간정보데이터 보유, 스마트시티 전담조직 마련, 전국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별화된 서비

스지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LX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디지털트윈 

및 서비스 모델 구축, 도시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스마트도시 데이터분석 모형 개발 등의 역

할을 수행한다. 

출처: 디지털 타임스, “LX, ‘국내 첫 스마트시티 지원기관 지정’”, 2019/01/2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12202109932036002&ref=naver 

 

10.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 2019 드론쇼 코리아서 드론 활용 우수사례 발표 

남부발전은 24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19 드론쇼코리아 컨퍼런스’에 참가해 드론 

활용 우수사례인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설비 점검 효율 혁신방안’ 사례를 발표했다.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설비 점검으로 블레이드 점검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

는 것을 골자로 한 ‘드론을 활용한 풍력발전설비 점검 효율 혁신방안’은 딥러닝(Deep learning)을 

통한 손상현황 분석과 빅데이터(Big Data) 기반 보수계획 수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참석자들

의 커다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출처: 헤럴드 경제, ‘한국남부발전, 2019 드론쇼 코리아서 드론 활용 우수사례 발표’, 2019/01/25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2500044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24000613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12202109932036002&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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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간혁신 행안부장관상 수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18일 '2018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

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KCA는 작년부터 일하는 방식의 혁신, 수평적 내부소통과 시민개방형 시설구축 등 공간혁신을 위

해 노력해왔다. KCA의 혁신사례는 △드림라운지 △카페 자연팜 △열린도서관 △칸막이 없는 책

상 및 스탠딩 회의 등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간혁신 행안부장관상 수상’, 2019/01/18 

링크: http://www.fnnews.com/news/201901180940375034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올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전환 첫 사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전파관리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첫 사례를 선보였다. 

진흥원은 전사적자원관리(ERP), 그룹웨어 등 일부 시스템과 내부 보안·네트워크 장비를 제외한 

전사 시스템을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시스

템 숫자 기준으로는 약 80%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출처: 디지털 데일리,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올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전환 첫 사례’, 2019/01/09 

링크: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6776 

 

12. 한국전력공사 

 한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 획득 

한국전력공사는 1월 4일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주관하는 KSR인증원으로부터 ‘ISO 

37001(Anti- Briber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국내 제1호로 획득했다. 

‘ ISO 37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조직 내 부패발생 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이다. 

출처: 헤럴드 경제, “한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 획득”, 2019/01/07 

링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07000565 

 

 

 

 

 

 

http://www.fnnews.com/news/201901180940375034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76776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10700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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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소경제 뒷받침할 동탄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화성시 동탄지사 부지 내에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했다. 

동탄 연료전지 발전소를 통해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거쳐 수도권 약 2만5천 가구에 공급되며 열

은 동탄 내 약 9천세대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료전지는 연소과정이 없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거의 배출하

지 않고 열과 전기를 동시 생산하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유효한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출처: 경인일보,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소경제 뒷받침할 동탄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2019/01/27 

링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127010009858 

 

14.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018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기관 선정 

LH는 1월29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으로 선정한 ‘2018년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 표창’에서 공공기관 부문 유공기관으로 선정됐다.  

LH는 통영 폐 조선소 재생사업으로 지역 맞춤형 경제·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이 사업은 조선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영을 도시재생뉴딜로 세계적 관광·문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LH는 지역 내 신규 창업자 및 실직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센터 조성, 임

대주택을 기반으로 한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출처: Korea IT Times,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이’ LH, 2018년 대한민국 일자리 유공기관 선정”, 2019/01/29 

링크: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961 

 

15. 한국품질재단 

 한국품질재단, 프로젝트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SW개발 실무자' 양성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점차 확대 될 것이라는 전망에 의해 국내 스마트 팩토리 실무자 양성의 필

요성이 제고 되고 있다.  

한국품질재단은 스마트 팩토리 전문 인재 양성을 양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SW개발 실무자 양성’ 과정을 실행하고 있다.  

출처: 미래한국, “한국품질재단, 프로젝트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SW개발 실무자' 양성”, 

2019/01/12 

링크: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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