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은행송종욱(오른쪽)은행장과신입행원30여명은지난11일북구동림동취약계층가정을찾아연탄1000장을배

달하고,초록우산어린이재단광주지역본부에후원금500만원을전달했다. <광주은행제공>
광주은행 사랑의연탄배달

한전KDN 커뮤니케이션대상 2관왕

웹사이트 인쇄사보공공부문 한전KDN은 최근 열린 2020 대한민국 커뮤니

케이션대상에서 2개부문을동시수상했다고 13

일밝혔다.

수상부문은웹사이트부문과학기술정보통신위

원장상과인쇄사보공공부문편집대상이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

가주관하고문화체육관광부와보건복지부가후원

한다.

한전KDN 홈페이지(kdn.com)는 빅데이터 분

석기반으로고객선호정보를우선배치한점을높

게인정받았다.

국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채널을 목표로 대국

민 소통채널 , 알기 쉬운 전력ICT 솔루션 서비

스 , 사회적가치실현 등으로에너지정보통신기

술(ICT)을알리고있다.

한전KDN사보인 KDN라이프는 3년연속인

쇄사보공공부문대상을받아왔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상의NCS기업컨설팅참여 2곳장관상

광주상공회의소는중소중견기업을대상으로실

시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참여기업제이디씨파트너스㈜와㈜성우테크

가고용노동부장관상을수상했다고13일밝혔다.

제이디씨파트너스㈜는 설립 3년차의 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자회사로체계적인경영관리를

위해NCS에기반한직무분석을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직무기술서개발을비롯해능력중심의인사

채용및훈련프로그램을구축하고객관적인성과평

가체계를마련하는등성과를거뒀다.

㈜성우테크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기업으로

NCS 기반직무분석을통해조직을리모델링하고

재직자역량강화를위한직무직급별교육훈련체

계를 구축하는 등 인적자원 관리체계를 고도화했

다. 또블라인드채용프로세스를통해 53명을채

용하는등고용창출분야에서도성과를거뒀다.

한편, NCS기업활용컨설팅사업은중소중견

기업의 NCS에기반한체계적인인사관리를지원

해주는사업이다. 광주상의는 2014년 시범사업부

터참여해올해까지지역 101개기업에대한컨설

팅을완료했다. /박기웅기자pbo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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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인원

한전 9399

농어촌공사 2969

한전KDN 1522

한전KPS㈜ 127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578

인터넷진흥원 529

콘텐츠진흥원 253

전력거래소 241

방송통신전파진흥원 234

문화예술진흥위원회 160

사학연금공단 12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7

농촌경제연구원 7

올해나주빛가람혁신도시 13개기관소속직원

(4만3677명)의40%에달하는1만7000여명이재

택근무를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달부터전국모든공공기관근무인원 3분

의1을재택근무로전환하면서,연말까지재택근무

인원은다시늘어날것으로보인다.

13일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나주혁신도시에본사를둔 13개공공기관

공기업의올 3분기누적(9월말) 재택근무인원은

1만7317명으로집계됐다.

지난해 이들 13개 기관의 총 재택근무 인원

6명과비교하면무려 2886배늘어난수치다.

이는근무일기준 5일이상재택근무를한번이

라도한인원이반영됐으며,중복재택근무횟수는

기재되지않았다.한사람이재택근무를일주일을

하든한달을하든 1명으로들어가기때문에실제

재택근무횟수는훨씬많을것으로보인다.

지역본부와지사등재택근무현황이반영된수

치라 하더라도, 나주 혁신도시 전체 이전인원

7745명(올 10월기준)을크게웃돈다.

기관별로재택근무를가장많이한기관은국내

최대공기업한국전력공사였다.

한전의 3분기 누적 재택근무 인원은 9399명으

로, 전체정원(2만3399명)의 40.2%가집에서일

한셈이다.

한전은 알리오에공시된전국 360개기관가운

데국민건강보험공단(1만4222명)에이어두번째

로재택근무인원이많았다.

나주혁신도시에서는한전에이어한국농어촌공

사가2969명으로뒤를이었다.한전그룹사인한전

KDN(1522명)과한전KPS㈜(1274명)가뒤를따

랐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578명),한국인터

넷진흥원(529명), 한국콘텐츠진흥원(253명), 한

국전력거래소(241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34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160명),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124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

원(27명),한국농촌경제연구원(7명)순으로나타

났다.

나주혁신도시기관가운데재택근무인원이전

국 상위권에 든 곳은 한전(2위), 농어촌공사

(10위),한전KDN(17위),한전KPS(21위)등이

있었다.

전국 360개기관의재택근무인원은 3분기누적

기준 13만4575명으로,기관당 373.8명꼴로재택

근무를했다.

나주 혁신도시 기관의 평균 재택근무 인원은

1332명으로, 전체 재택근무의 절반 이상

(54.3%)을차지하는한전영향이컸다.

올해 공공기관의 재택근무 인력이 많이 늘어난

것은코로나19 사태영향에따른것이다. 나주혁

신도시에본사를둔공공기관직원들은올해들어

재택근무외에도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를이용해

왔다.

정부는올해 2월코로나19의세계적대유행(팬

데믹) 우려가커지자심각성을고려해 사회적거

리두기를 강조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재택

근무등을권장했다.

재택근무에 이어 혁신도시 직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는 시차 출퇴근제였

다.올해시차출퇴근제이용인원은한전2860명을

포함해 13개 기관 6200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5761명)보다 439명(7.6%)늘어난수치다.

특정기간안에주 40시간근무를유동적으로지

킨 탄력근무형은 6094명이 이용했고, 근무시간

을 선택한 인원(근무시간 선택형)은 9245명이었

다. 역시 유연근무의 하나인 선택근무형은 490

명, 집약근무형은 47명이이용했다.

스마트워크센터등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 스

마트워크 인원은전년보다 2.6배많은 143명으로

집계됐다.

한편지난달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격

상에따라공공부문부터강화된근무지침을먼저

시행해왔다.

지난 11월23일부터전국의모든공무원, 공공기

관, 공기업은기관별로전체근무인원의 3분의 1

수준은재택근무로전환하고,출근시간과점심시

간에시차를뒀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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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10명중4명재택근무…전년비2886배증가

로또복권 (제94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2 14 25 27 39 40 3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숫자일치 1,347,297,422 16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41,296,473 87

3 5개숫자일치 1,097,037 3,275

4 4개숫자일치 50 000 145,544

5 3개숫자일치 5,000 2,282,851

수자원공사영섬유역본부 무안상수도현대화사업소개소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지난 11일 무

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소를 개소했다고 13

일밝혔다.

수자원공사전남지역협력단과무안군은이날개

소식을열고본격적인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착수

를알렸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노후된상수관망정비

등을통해유수율을 85%로끌어올려수돗물공급

의안정성과효율성을높이기위한사업이다.

무안군은이번사업에국비를포함해총236억원

을투입한다.수자원공사에사업을위탁해올해부

터오는 2024년까지 5년간노후상수도관정비와

블록시스템및유지관리시스템구축,누수탐사정

비등을벌인다.

수자원공사측은사업이완료되면무안군민에안

전한수돗물을공급하고,누수량절감을통해지방

상수도 유지관리비용과 수돗물 생산비용을 낮출

것으로기대했다.

이날전남지역협력단직원들은개소식과함께무

안군취약계층대상마스크지원을위한사회공헌

성금 200만원을기부하기도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