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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산업을 선도하는 공영 미디어렙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수 신 자 내부결재
(경 유)
제목:

2017년 윤리경영 결과보고

1.'2017년 윤리경영 기본계획 (경영혁신팀-119 ,2017.5.2)'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17년 윤리경영 추진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체계적 윤리경영 거버넌스
o 클린경영위원회 개최
- 10.16(월), 임원 및 실무자 9명 / 윤리경영 정책방향 도출
o 청렴도 제고 TF운영
- 2차 1.25(수), 3차 2.21(화). 4차 3.21(화) , 고객접접팀장 등 7~8인
- 고객VOC 수집결과 공유 등
o 청렴써포터즈 운영 : 2017.5.2~ 12.29 / 윤리경영 활동관련 직원의견 제시
※ 세부내역 : 붙임 2~5, 9,10 참조

나. 참여와 소통의 청렴문화 확산
o 교육 : 임원 청렴 교육(3.13), 지사 순회교육(5월), 임직원 청렴결의대회 (10/17) 등
o 캠페인: 명절캠페인 및 윤리경영 확산주간 (분기별), 청탁금지 사례집 제작 (12월)
o 홍보 : 란팁타임 (매월 1회), 홍보물품 배포 (12월)
o 윤리경영 촉진 활동 : 윤리경영 활동 참여자 청렴마일리지 부여
o 청렴도 제고 간담회 실시 : 1~3차 / 고객점점 부서 및 실무진 대상 의견수렴
※ 세부내역 : 교육 붙임16 / 캠페인 붙임3,6~8, 붙임18 / 홍보 붙임4,19~21 참조

다.클린코바코 지원센터 운영
o 외부강의 등 신고 : '17년 70건, 29인
o 청탁금지법 등 상담 : '17년 11건
※ 세부내역 붙임 13,23 참조

라. 인권경영 도입
o 인권경영 TF 운영
- 1차 9.25(월) : 인권경영 도입 절차, 체크리스트 검토 등
- 2차 10.16(목) : 인권경영 선언문 채택
※ 세부내역 붙임 14,15 참조

붙임 : 1. 2017년 윤리경영 기본계획 1부
2. 윤리경영 활성화를 위한 2017년 클린경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부
3. kobaco 청렴도제고 TF 2차 회의 결과보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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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obaco 청렴도제고 TF 3차 회의 』결과보고 1부
5. kobaco 청렴도제고 TF 4차회의 결과보고 1부
6. 2017년 2분기 윤리경영 확산주간 결과보고 1부
7. 2017년 추석명절 윤리경영캠페인 실시 1부
8. 2017년 4분기 윤리경영 확산주간 결과 1부
9. 2017년 2분기 청렴서포터즈 간담회 운영 결과보고 1부
10. 2017년 하반기 청렴서포터즈 운영 결과 1부
11. 2017년 상반기 란Tip(Tea) Time 실시 결과보고 1부
12. 2017년 하반기 란Tip(Tea) Time 실시 결과보고 1부
13. 2017년 외부강의등 신고현황 보고 1부
14. 2017 인권경영 TF 1차 회의 결과보고 1부
15. 2017 인권경영 TF 2차 회의 결과보고 및 인권경영 선언 1부
16. 2017년 청렴윤리교육 결과 1부
17. 2017년 청렴kobaco 결의대회 결과보고 1부
18. 2017년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한 사례집 발간 및 배포 1부
19. 고객접점 간부직 대상 청렴간담회 실시 결과 1부
20. 공사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내외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 1부
21. 윤리경영 홍보물품 구매 결과 보고 1부
22. 2017년 윤리경영 추진결과 1부
23. 2017년 상담기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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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생각, 투명한 실천, KOBACO의 자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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