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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HanmiGlobal(구 한미파슨스)은

대한민국 건설사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도입과

건설산업의 발전과 선진화에 앞장서온

Global 경쟁력을 갖춘 CM/PM전문기업 입니다

설립

구성원

국내

해외

조직문화

브랜드

1996. 6. 18.

한미글로벌 893명 (건축사 38, 기술사 138, 박사 9, 석사 176, 외국인 122)

그룹사 포함 시 약 1500명

민간/공공분야 2,200여 프로젝트 수행 / 국내 CM 제도 도입 및 확산의 선구자

58개국 진출 362건의 CM 프로젝트 수행 / 

현재 17개국 38의 프로젝트 수행 중 /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 (OTAK) 소유 (M&A) / 친환경 선도 기업 (에코시안) 인수 / 

국내 유수의 건축설계사 (아이아크) 인수 / 

Turner & Townsend Korea (영국 Turner & Townsend 합작)

구성원 행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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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소개

한미글로벌 회장

김종훈

특기

사항

수상

경력

▶ (현) 따뜻한동행 이사장

▶ (현) 가족친화포럼 공동대표

▶ (현) CEO지식나눔 공동설립 / 이사

▶ (현) 공학한림원 원로회원

▶ (현) 책권하는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 (전)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 (전) 건설산업선진화 위원장



4

 혹시 탁 맡기면 건설에 관한 한 알아서 다 해주는 한미글로벌을 아십니까?

혹시 HG를 아십니까?

../../../Local Settings/Temp/_AZTMP2_/My Documents/My Videos/강연용 편집영상/첫인상의속도(스펀지연구소).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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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은

자회사 글로벌 파트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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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은

2019년 4월 현재 58개국 진출 362건의 프로젝트 수행 (17개국 38개 프로젝트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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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설의 좋은 동반자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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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좋은 동반자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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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

HG는 국내 최초·최고·최대의 프로젝트 수행하며 쌓여진

고객의 소중한 신뢰를 기반으로 맡겨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헌신

건설의 좋은 동반자 HG



10

건설의 좋은 동반자 HG



11

행복한 일터 – 행복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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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고달픈 사회 단면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시대

 준비 안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다수의 국민은 행복을 못 느낌

 청년실업문제 등으로 청년들은 좌절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OECD국가 중 자살률 2위 (14년 동안 1위였음)

 노인자살률 1위

 행복한 나라순위 54위 (156국 중) – 2019년 UN발표, 국가별 행복도 보고서 기준

 행복한 나라순위 118위 - 2014년 갤럽 통계 기준

※ 출처: 자살률-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발표 / 세계보건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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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지 않은 한국사회의 원인

 자족하지 못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회

 우리사회는 갈등사회 / 분노사회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Win-Win 사회기반 취약

 승자 독식하는 사회구조

 대기업의 역할부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부족

 경주 최부자집 같은 부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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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직장이 행복해야 되는가?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 투입

 직장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과 깊은 관계

 노사갈등 해소

 몰입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행복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강한 팀웍 발휘

 행복한 구성원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성과를 창출하는 선순환 경영가능

 직장의 행복은 사회의 행복의 바로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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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문화는 기업의 가장 소중한 전략적 자산이자 최후의 경쟁력

 전략의 선택 및 실행, 위기극복, 인수합병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

 양날을 지닌 칼 : 적절하게 관리되면 가장 효과적인 자원 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서 녹여낼 수 있는 Melting Pot

 기업환경이 복잡해질수록 기업문화의 중요성은 증대

기업문화의 중요성

나는 문화가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문화 그 자체가 승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 루 거스너 前 IBM 회장 –
“ ”



16

매일경제신문 2010년 4월 20일

회사 일 몰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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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 블랜차드–

직원들을 잘 대접하라. 그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 

그들이 없다면 회사도 없다.“
”

수익이란, 고객을 잘 관리하고 직원들을

잘 대우해 준 대가로 받게 되는 박수갈채다.

‘고객감동경영’ 을넘어 ‘직원감동경영’ 을강조

직원감동경영

고객초청 음악회 “직원감동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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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일터란
(GWP: A great place to work® is one where you)

서로 “신뢰” 하고
trust the people you work for,

자기일에 “자부심” 을느끼며,

have pride in what you do,

“즐겁게” 일하는직장

and enjoy the people you work with.

GWP의 시작

•로버트 레버링 박사의 연구와 저서를 기반으로 미국 경제지 Fortune이 1997년 신년특집으로 ‘포춘 100대 기업’을 선정 발표하면서 시작됨.

• 1981년 연구시작 1984년 ‘The 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 in America’ 발간

• 1988년 ‘A great place to work: what makes some employers so good and most so bad’에서 훌륭한 일터의 모델 개발

GWP: Great Work Place

 훌륭한 일터의 모델

상사/
경영진

업무/
조직

신뢰
(Trust)

동료/
구성원

구성원

자부심
(Pride)

재미/동료애
(Fun/colleagu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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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WP의 구현 정도는 55개 항목의 신뢰경영지수(TI)조사로 측정

신뢰

믿음
커뮤니케이션 (Two-way Communication)

업무역량 (Competence)

성실성 (Integrity)

존중
정신적/물리적 지원(Professional Support)

참여 (Collaboration)

관심과 애정 (Caring)

공정성
공정한 보상(Equity)

공평무사(Impartiality)

조직 내 정의(Justice)

자부심
개인업무에 대한 자부심(Personal Job)

팀과 동료에 대한 자부심(Team)

회사에 대한 자부심(Company)

재미/동료애
동료간의 친밀감(Intimacy)

동료간의 배려(Hospitality)

공동체 의식(Community)

GWP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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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기업의 조직문화 GWP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위 NetApp SAS SAS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Google Salesforce

2위
Edward 

Jones

Edward 

Jones
BCG BCG SAS SAS BCG ACUITY Wegmans Hilton

3위 BCG Wegmans Wegmans SAS
CHG 

Healthcare
BCG ACUITY BCG BCG Mars

4위 Google Google Google Wegmans BCG
Edward 

Jones
SAS Wegmans Baird Intuit 

5위 Wegmans
Nugget 

Market
NetApp

Edward 

Jones
Wegmans

Quicken 

Loans
Baird

Quicken 

Loans

Edward 

Jones

Adecco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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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실현”

기업문화와 지속가능경영

상생의 기업문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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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어 안달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

한미글로벌 Case Study - 구성원 만족경영 추진배경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어 안달하는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

아이들 방학이 시작되면서

이해하기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다.

두 아이가 모두 학교에 가고 싶어 안달하며

방학이 끝나기만을학수고대하고있는 게 아닌가?

이유인즉 “학교에가면 재미있다”는것이었다.

<말레이시아 근무시절 에피소드>



23

CEO가 꿈꾸었던 회사

CEO 경영철학
CEO 경영철학

건설업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필요성

건설산업선진화기수

CM관련 선진기술 및 경영관리기법을
전파하고, 우리 건설산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대안제시를 통한 건설산업 Up-grade

Noblesse Oblige 실천

건설관련기업으로 차별화(특화)된
사회공헌

구성원이주인이되는회사

내부고객인 구성원이 가장 중심에
있는 회사 구현

글로벌스탠더드인 CM을
Main Biz Model로 선정

선진국 건설인력을
직접 활용하여 기술력과
선진관리기법 접목경제규모에 걸맞지 않는

건설산업 현장관리
수준의 낙후성

부실시공으로 인한 대형
안전 사고 발생

건설시장의
담합과 덤핑 낙찰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체제 돌입

대형부정, 비리사건에 일부
건설업체 경영진의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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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경영철학

경영철학

 고객에게는 최상의 품질과 신뢰를 통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한다.

 구성원들에게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 행복한 일터를 제공한다.

 주주에게는 투명경영과 기업가치 향상을 통하여 주주가치를 극대화한다.

 인류사회에는 건설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하여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탁월한 솔루션으로 건설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핵심가치

비전

미션

정직 고객안전 탁월 공헌

 우리는 2020년까지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

 우리는 2020년까지 Global Top 10 CM/PM Company가 된다

 우리는 2020년까지 구성원 중심의 행복한 회사를 만든다



25조선일보 2017년 1월 25일

경영철학



26한국경제 2017년 11월 1일

경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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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행복이 궁극적인 성과창출의 원동력

 PCC 모델

행복경영 선순환 구조

 이익 증가
 회사 성장
 브랜드 가치 향상
 회사 명성 향상

 업무 몰입도 향상
 주인의식
 생산성과 창의성 향상
 업무의 질 향상

 서비스 만족
 Repeat Order
 입소문
 고객추천

동영상 보기

레나마리아.w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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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HG Way

철학/ 인재상

문화

일

경영원칙 조직문화 일하는 방법

The
HanmiGlobal

Way 사람 행복경영 시스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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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경영 체계

행복한구성원이탁월한기업을만듭니다

즐거움 성장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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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경영 활동

• 일하는 방식 혁신: HG Way

• 자기개발의 날 (특강)

• 멘토링제도/경영진 멘토링

• 독서캠페인/독서토론회

• 스폰서제도

• 교육훈련

• 경력개발프로그램(CDP)

• CoP

• 경영진 간담회

• 업무 환경 개선

• 고충처리제도

• 칭찬/축하/인사하기

• 유연하고 다양한 대화 채널

• Two Way Communication

• 구성원 얼굴 익히기

• 동호회

• 안식휴가제/Refresh 휴가

• 유연한 근무환경

• 산행, 체육대회, 호프데이

• 감사 나눔 운동

•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

- 결혼, 출산과 보육 지원

- 건강관리 지원

- 경조사 지원

- 은퇴지원

• 사회 공헌 활동

•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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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에 대한 이해기술 Workshop

경영진 간담회 업무환경 개선 고충처리제도

긍정소통

원탁모임 면담제도 부서간 활동



32

우리회사는 창립초기부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Customized Mass

One-way

Two-way
Face

to

Face

On-line
(인트라넷)

Paper

Based

Visual

개별성

방
향
성

미디어스폰서활동 부서 워크샵 피드백교육 사회공헌활동 호프 데이

커리어매니저 단장회의 신규입사자 간담회 간담회 체육대회/산행

면담제도 현장방문/점검 경영전략회의

원탁회의
COP/동호회 명사초청강연 월례조회 KM(Q&A)

리얼 토크 CEO 메시지

칭찬/축하합시다 E-메일 CEO 단상 공지사항사내 메신저

Plaza 3분 스피치

제안 뉴스레터

사보(인쇄/전자)

독서캠페인 편람/핸드북

경영비전 카드

사내방송 비디오 홍보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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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얼굴 익히기 회사 행사 동호회

칭찬합시다 축하합니다 인사하기

신바람 나는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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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에대한이해기술Workshop

자기개발 특강 멘토링 제도

구성원 성장지원

독서캠페인 경영진 멘토링 스폰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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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역량 향상을 위해 무자비한 교육과 경력개발 실시

신규입사자교육
사이버교육

직무교육

자기계발교육 신기술 대응 교육

경력개발계획프로그램 경력개발 프로그램 경력개발평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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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무 시간

 근무 시간

- 평일 : 08:00 ~ 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토요일 : 유급 휴일

 야간 근무

- 20:00 이후 퇴근 : 1,600원/일 (식대)

- 22:00 이후 퇴근 : 10,000원/일 (식대 + 교통비)

 휴일 근무

- 회사 업무상 필요할 경우, 휴일 근무 명함

- 휴일 근무 명령에 따라 근무할 경우 대체 휴무 부여

- 현장은 휴일 근무 시 휴일 교통비(20,000원) 지급 : POD 실행 예산 참조

 근태

- 출근 : 시업 10분전까지 출근, 근무 준비 완료

- 결근 : 사전 결근계 제출, 7일 이상 상병 시 진단서 제출 (휴일도 결근 일수에 산입)

- 지각이나 조퇴 시 조직장에게 사전 승인

- 조직장 승인 없이 지각, 조퇴, 결근 시 무단결근 조치 (무급처리)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repyogrind.com/2013/08/20/nothing-will-work-unless-you-work/&ei=lvaJVZadJ4ON8QWNmoOIDw&bvm=bv.96339352,d.dGc&psig=AFQjCNHS1jKSgFISYurno-x6qYx-o_EmVA&ust=143519118287953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repyogrind.com/2013/08/20/nothing-will-work-unless-you-work/&ei=lvaJVZadJ4ON8QWNmoOIDw&bvm=bv.96339352,d.dGc&psig=AFQjCNHS1jKSgFISYurno-x6qYx-o_EmVA&ust=143519118287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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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습 평가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 및

기본 소양 등을 평가, 계속 근로가능여부를 판단함

 대상

- 모든 신규 입사 직원

 평가 시기

- 입사 후 3개월

- 입사 후 75일 경과 시점부터 평가 실시

 평가자

- 팀장 또는 단장

 후속조치

- 평가 결과를 본인에게 피드백하여 행동 수정 유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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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습 평가 2. 적용 기준

평가 등급 적용 사항

탁월/우수/보통 본채용

미흡 수습 3개월 연장

부족 본채용 거부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technologythreaders.edublogs.org/category/friday-challenge/&ei=oPyJVdimN4L88QWpjoGQAw&bvm=bv.96339352,d.dGc&psig=AFQjCNGgcnsbpvrq26W2BBKn9SDxDplm-Q&ust=1435192818771374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technologythreaders.edublogs.org/category/friday-challenge/&ei=oPyJVdimN4L88QWpjoGQAw&bvm=bv.96339352,d.dGc&psig=AFQjCNGgcnsbpvrq26W2BBKn9SDxDplm-Q&ust=143519281877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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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 제도 평가 요소

구성원의 성과와 역량을 평가함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개인과 회사의 조화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

성과

평가

- 제한된(통상 1년) 기간 내 달성여부 판단하며, 조직평가(HPMS) 및 개인평가로 구분

- 년 2회 실시 (성과평가 공지 문 참조)

역량

평가

- 전 임직원에 대해서 기본역량, 리더십 역량,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

- 년 1회 실시 (11월 초) (역량평가 공지 문 참조)

리더십

평가

- 직책자(사업부장, 팀/단장) 및 비직책 임원에 대해 다면평가(상사, 부하 평가) 실시

- 년 1회 실시 (10월 초)

평가

제외자

- 고과 당일 수습, 휴직중인 구성원

- 신입사원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구성원

- 경력사원 입사 후 6개월 경과 하지 않은 구성원

- 평가 대상기간 중 ½이상 교육과정에 입과 한 구성원

- 복직 후 6개월 미경과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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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시 기간 : 2018. 12 . 10(월) ~ 2018. 12. 13(목)

2. 대 상 : 이사이하 구성원(단, 휴직자 및 2018. 7. 2 이후 입사자 제외)

3. 평가 대상 기간 : 2018. 1. 1 ~ 2018. 11. 30

4. 역량평가 및 피평가자 확인 방법

- HITs 로그온 시 or HITs > Support > HPMS > 개인별 역량평가 > ‘Next’ 클릭

5.평가 입력

- 피평가자 선택화면에서 피평가자 선택 (HITs 상 피평가 대상자가 표시되며, 표시된 모든 피평가자 대상자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

- 평가 대상자 및 평가자 확인, 평가요령 안내문 숙지 후 ‘평가하기’ Click

- 평가 완료 후 ‘OOO님에 대한 평가 종료’ Click 후 완료

6. 평가자 요약표

구 분 평가대상
평가자

비 고
1차 (100%) 2차 (100%)

역량
평가

이사
이하

단장 사업부장

일반 팀(실)/단원 팀(실)장/단장

Ⅲ. 평가 제도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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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 제도 리더십평가

1. 평가 기간 : 2018. 11. 09(금) ~ 2018. 11. 14(수)   

2. 평가 대상 기간 : 2018. 1. 1. ~ 2018. 10. 31.

3. 대 상 : 전 임직원

4. 평가 대상 : 사업부장/실장, 팀/단장, 담당임원

5. 리더십 평가 및 피평가자 확인 방법

- HIT’s > Support > HPMS > 직책자 리더십 평가 > ‘Next’ 클릭

6. 평가 입력

- 피평가자 선택화면에서 피평가자 선택 (HITs 상 피평가 대상자가 표시됨)

- 평가 대상자 및 평가자 확인, 평가요령 안내문 숙지 후 ‘평가하기’ Click

- 평가 완료 후 ‘OOO님에 대한 평가 종료’ Click 후 완료

7. 평가자 요약표

구 분 평가 대상
평가자

비 고
1차 2차

리
더
십

평
가

상사평가

임 원
사업부장/실장 총괄

팀/단장, 담당임원 사업부장 총괄

부장이하
팀장 사업부장 총괄

단장 사업부장

부하평가

임 원
사업부장 직속 팀장(단장)/사업부내 팀원

팀/단장 팀/단원

부장이하 단장 직속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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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평가 제도 1. 역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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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식 및 활용

- 팀(단)장 자율평가 실시

- 평가항목 : 목표 달성도, 팀워크, 조직기여도, 노력도, 참여도

- 팀(단)장은 조직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소속팀(단)원의 직위 대비

역할, 성과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평가자는 평가 전후 피평가자와 반드시 ‘평가면담’과 ‘평가

피드백’을 통해 평가에 대한 공정성 및 수용성 제고

(평가면담 및 피드백 미시행 시 1차 Warning Message, 2차 견책)

- 평가결과 반영 : 성과급, 익년도 연봉 인상율, 승진

- 평가 등급 : A(15%), B(20%), B-(40%), C(20%), D(5%)

- 성과급 : 개인 및 조직의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 배분

평가

방식

평가

활용

Ⅲ. 평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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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승진 제도 기준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 운영

구분 최단 체류기간 승격 Point

부장 → 이사 2년 별도 판단

차장 → 부장 2년 30 Point

과장 → 차장 2년 30 Point

대리 → 과장 2년 30 Point

사원 → 대리 4년 동안 동일 직급 체류한 후 심사 [대졸, 군필(현역)기준]

 승진 종류

- 정규 승진 : 매년 초 승격기준에 따른 승격

- 특별 승진 : 큰 공로 등으로 회사발전에 기여할 시 수시 승격

 승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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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가점 제도

가점

1. 어학 (TOEIC Speaking, OPIc)

1)   2점 : Level 7(160점) 이상, IH 이상(영구면제)

2)   1점 : Level 6(130점) 이상, IM 이상(3년 면제)

3) 0.5점 : Level 5(110점) 이상, IL 이상(3년 면제)

4)   0점 : Level 4(80점) 이상, NH 이상

※ 등급 외 : 1년 승진 유예

2. 수주 공헌도 : 국내영업팀에서 별도로 평가 실시

3. 대내 수상 : 창사기념일 및 송년회 행사 시 내규에 의거 가점 부여

4. 대외 수상 : PQ점수 상향 가능한 단체장 이상 수상 시 2점 가점

감점

1. 내부 요인

1) 1점 : 견책

2) 3점 : 강등, 정직, 감급

2. 대외 요인

5점 : PQ 점수 하향 되는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Ⅳ. 승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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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추천

1. 목적 : 지인추천을 통한 우수한 인재 확보

검증단계의 축소를 통한 효율적 인사관리 가능

지인을 통한 입사로 인하여 신속한 업무 적응 가능

2. 포상 : 100만원(우수인재 200만원)

수습기간 종료 후 지급

수주정보

1. 수주정보상 : 평가 결과에 따라 건 별 20만원 (상무 이상, 영업 조직 제외)

2. 수주공로상 : 수주공헌도를 평가하여 계약금액 대비 0.1% ~ 1.5%를 포상금으로 지급

※ 기 수행중인 공사의 연속, 후속 또는 관련공사는 포상금액의 20% 적용, 

포상금 한도는 1 억원으로 함)

기타

1. 창사 기념일 : 공로상(개인, 단체), 모범상, 5년·10년 근속상

2. 년말 : 성실근무상, 이웃사랑상, 고객만족상, 우수부서상, 우수준공현장상, 우수현장상

3. 기타 : 우수스폰서상, KM, CoP, GWP

Ⅴ. 포상 제도

공로에 따른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동기유발 및 사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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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복리후생 제도

 목적

- 구성원의 독서 장려 및 자기계발 지원

 방법

- 인터넷 YES 24를 통해 연간 인당 20만원(최대 30만원) 지원

- 격월 단위로 회사 지정 도서 및 자율 도서 독서 후 매월 서명 제출 (HITs내 독서 캠페인)

도서 구입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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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복리후생 제도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1.자녀 제한 없이 지원

2.유치원은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 태권도, 수영 등 운동 관련 교육비는 제외

3.해외 유학의 경우도 동일 적용.

(단, 국내에서 해당과정 수료 후 해외에서 재수강하는 경우 및 어학과정 제외)

4.학업기간이 전문대학은 6학기, 일반대학은 8학기, 의과대학은 총 12학기 내에서 발생한 학자금에 한함

구분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내용

지급 시기3년 미만
(50% 지원)

3년 이상
(100% 지원)

유치원
취학직전
1년 동안

교육비 월 5만원한도 월 10만원 한도
3월 : 1기분

6월 : 2기분

9월 : 3기분

12월 : 4기분

중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년 40만원 한도 년 80만원 한도

고등학교 년 70만원 한도 년 140만원 한도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년 400만원한도 년 800만원한도
3월 : 1학기

9월 :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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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복리후생 제도 단체 정기보험

구분 보험 내용 보상액 가입처

내국인

재해 사망 5,000 만원

삼성생명

재해 장애 500 ~ 5,000 만원

외국인

사망, 후유 장애 1 억 원

AIG 화재보험

건강생활
상해의료비 : 400 만원

수술비 : 100 만원

※ 매년 가입 시 변동 될 수 있음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sweetfuture.tistory.com/64&ei=EAyKVYaRDML78QXe74mgCQ&bvm=bv.96339352,bs.1,d.dGc&psig=AFQjCNFsADQalUfF5CR4N1wT8NnA_y2xkg&ust=1435196794207082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sweetfuture.tistory.com/64&ei=EAyKVYaRDML78QXe74mgCQ&bvm=bv.96339352,bs.1,d.dGc&psig=AFQjCNFsADQalUfF5CR4N1wT8NnA_y2xkg&ust=143519679420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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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복리후생 제도

 대상

- 전 구성원 및 배우자 (당해 년도 입사자 제외)

 시기

- 매년 1회 (10월 실시)

건강검진

 내용

- 정밀 건강 검진

 비용

- 회사 부담

 장소

- 회사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 HITs를 통해 별도로 상세한 내용 공지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3D0cWtt%26articleno%3D47%26categoryId%3D5%26regdt%3D20121203145045&ei=5w2KVbP0IdXl8AW1kYzACg&bvm=bv.96339352,bs.1,d.dGc&psig=AFQjCNG4lMtjJFV6lioCV2ADUR-eKuyBkA&ust=1435197247652862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3D0cWtt%26articleno%3D47%26categoryId%3D5%26regdt%3D20121203145045&ei=5w2KVbP0IdXl8AW1kYzACg&bvm=bv.96339352,bs.1,d.dGc&psig=AFQjCNG4lMtjJFV6lioCV2ADUR-eKuyBkA&ust=143519724765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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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복리후생 제도 휴가제도

연차

- 전년 3월 1일부터 당해 2월 28일까지 만근 시 15일 연차부여

- 중도입사자는 전월 만근시당월에 1일의휴가부여하고, 입사년 선연차처리 및후정산

- 2년마다 1일씩 연차 가산, 최대 25일까지 부여

대체

휴무

- 토요일에 봉사활동 시 대체휴무 0.5일씩 부여

- 현장은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대체휴무 운영

기타

- 프로젝트 종료 및 현장 이동 시 Refresh 휴가

- 명절, 하/동절기 집중 휴무 실시

- 평일 프로젝트 Work Load를 고려한 Rotation 휴무

- 퇴사시 잔여휴무 소진 후 퇴사

- 대체휴무는 매년 2월말 소멸

생산성 향상과 근무 분위기 고취를 위한 휴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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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복리후생 제도 안식&Refresh 휴가 제도

 목적

- 장기 근속자에게 재충전 및 자기계발 기회 부여

 대상

- 임원 : 매 5년마다 2개월 유급휴가

- 직원 : 매 10년마다 2개월 유급휴가(안식휴가)

매 5년마다 1개월 유급휴가(Refresh휴가)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chillingcompetition.com/2010/09/page/2/&ei=GhOKVbSRKY388QWLgKPoAw&bvm=bv.96339352,bs.1,d.dGc&psig=AFQjCNGsxHpeE_Nh0QSS8jWAcHHaOwmz3A&ust=143519848734378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chillingcompetition.com/2010/09/page/2/&ei=GhOKVbSRKY388QWLgKPoAw&bvm=bv.96339352,bs.1,d.dGc&psig=AFQjCNGsxHpeE_Nh0QSS8jWAcHHaOwmz3A&ust=143519848734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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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복리후생 제도 콘도 이용

 목적

- 휴가 사용에 대한 편의 제공, 부서/소 그룹별 워크샵 지원

 범위

- 대명콘도 직영, 체인콘도 및 호텔

 가능 일수

- 년 3박 (1회에 2일 한도)

 예약

- 주말 최소 3주전, 평일은 최소 1주전 신청

- 년간 사용일 수 제한으로 1월, 2월은 이용에 제한적임

- 매년 3월에 이용 횟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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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복리후생 제도 경조 휴가

구분 경조사 내용 국내 근무 해외 근무

결혼

본 인 6일 6일

자 녀 1일 5일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회갑 본인/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1일

고희 부모,배우자의 부모 1일

사망

조부모(승중손), 부모, 배우자 6일 7일

배우자의 부모 5일 7일

자녀 3일 7일

형제/자매 3일 7일

배우자 형제 / 자매 1일

조부모(직계), 외조부모, 백숙부모 3일

배우자 조부모 1일

배우자 백숙부모 1일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탈상일 1일

출산 자 녀 5일

1. 해외 근무자의 휴가일수는 본국 도착일로 부터 출발전일 까지로 기산

2. 휴가일수는 사유발생일부터 기산

3. 휴가기간 중에 휴일이 개재된 경우 휴가일수에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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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복리후생 제도 경조금

1. 결혼을 사유로 퇴사하여 여직원이 3개월 이내 결혼 시 경조금 지급

2. 승중손(부모가 사망함)인 임직원의 조부모 이상이 사망 시에는 부모에 준함.

3. 본 경조금 청구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함

구분 대상
회사지원금 사우회

지원금
지원
물품

비고
임원 직원

결혼

본인 70 50 25
화환 재혼

50%
자녀 50 40 20

형제/자매 20 10 5

회갑

본인/배우자 40 30 15

부모 40 30 15

배우자부모 40 30 15

고희
부모 40 30 15

배우자부모 40 30 15

사망

본인 400 400 100

장의물품
조화

배우자 150 100 50

부모 70 50 25

배우자부모 70 50 25

자녀 50 50 25
조화

형제자매 30 20 10

(외)조부모 30 20 10

백숙부모 20 10 5

출산 50 50 10 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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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윤리규정

1.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관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부터 회사의 이익을 보호

2.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관행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 부터 임직원의 이익을 보호

3.통일된 기준으로 전 임직원을 공명정대하게 처리

4.평가 및 판정을 내려야 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기준 설정

5.이해충돌을 처리할 방법의 정의

6.직위와 관계없이 회사의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바라지 않거나, 정당화 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 및 관행으로 부터 전 임직원의 권리 보호

7.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고 기회평등을 주창하고 있는 한미글로벌의 명성 보호

8.전 임직원이 본인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즐겁고 편안하며 프로페셔널 한 업무 분위기 조성

‘윤리적 관행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한미 글로벌의 진정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회사나 임직원 모두를 위해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히 성문화된 윤리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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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감사한 것에 대해 일기처럼 매일 써서 감사를 습관화하고

가족, 회사 동료, 고객 등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나 글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긍정심리를 형성하고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운동

 가족관계가 호전되고 돈독해짐 (나와 가정의 행복)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로 소통 원활 → 직장생활이 즐거워지고 업무몰입과 Loyalty 증가

→ 업무성과 향상으로 이어짐

 가정과 일터의 행복이 궁극적인 성과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

Effect

Mindset

Activity

소통 원활

구성원간
상호이해와
배려증가

직장생활이
즐거워짐

업무몰입과
주인의식
향상

감사나눔
운동

긍정언어
사용

업무의 질
향상

고객만족
향상

회사성과
향상

 감사나눔 운동의 효과

감사 나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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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로 CM 전문기업으로서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복지시설 CM 지원

 복지시설 개/보수지원

 구성원 자원봉사

 장애인재육성 지원

 1%기부+매칭그랜트

• MBC 기적의 도서관 11곳

• 사랑의 집 5곳

• 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 푸르메재단 재활센터

• 노후복지시설 개/보수

• 2019.4월 기준 321개지원

•친환경/에너지 절약시설
로 업그레이드

• 매월1회 전구성원참여

• 전국 45개 복지시설 방문

• 구성원가족 및 외부참가
월평균 400여명 참여

•차세대 리더 아카데미 개최

•도서산간 장애아동 지원사업

• 첨단보조기구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 지원

•구성원 급여 1% 기부

•사회적협동조합설립 등

• 회사 2배 더블 매칭그랜트

• 사회복지기관,단체 후원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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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Mission 따뜻한 사람들이 함께하여 장애 없는 세상을 만든다

Vision
장애인 리더양성과 장애인 시설 개선을 주도하는 최고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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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다양한 기업역량 제공

 공동사회공헌사업
 장애인 일자리 제공
 자원봉사 참여
 회사 자원과 물자 기부

협력기업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시민/학생

안정적 운영기반 제공

 운영기금 기부
 인력 및 인프라 제공
 구성원 자원봉사 참여
 CM 역량 기부

현장중심, 전문성 제공

사회복지 NGO

 복지현장 반영
 사업전문성 제고
 지원대상 추천
 공동협력사업수행
 사업홍보 및 여론형성

자원봉사 협력

자원봉사 NGO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캠페인 시행

 자원봉사 참여
 캠페인 참여
 기부 참여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운영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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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설개선 지원사업 / 300호 지원 기념식

※ 2019년 4월 현재 321호 지원 (국내 307호 , 해외 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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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하반기부터는 고객만족도와 고객의 Requirement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NPS(Net Promoter Score)를 도입

(2007년 상반기까지는 자체 설정한 고객 만족도 지표를 활용)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를 확보를 위해 조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

• 고객만족도(SQI)와 순고객추천지수(NPS)는

업계 최상위권임.

• 한미글로벌의 행복경영 모델은 구성원 만족

경영으로부터 고객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고객만족도

고객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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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CM 불모지인 국내에서 10년 만에 한미글로벌이 건설산업의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성공요인(Key Success Factors)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한미글로벌 성장의 KSF

 창립 초부터 Excellent People 확보에 집착.
 일하기 좋은기업만들기(GWP),행복경영의 근간은 구성원 위주의 경영철학임.

구성원위주의
경영전략 / 인재전략

 국내건설산업의 일반적인 업역인 설계, 시공을 뛰어 넘어 고객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해주는 CM/PM을 최초로 도입.

사업에 대한 전략적
Positioning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을 건설업계 최고수준으로 실천.
 한미글로벌의 윤리경영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는 고객설문에서도 높게 나타남.

정직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경영

 외국 선진업체와 합작을 통하여 세계적 선진기술과 관리기법을 습득하고, 독창적으로
진화 발전시켜 Global 업체로 발전.

합작전략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KMS, BCS기반의 기반의 경영 Tool도입, Global M&A 등
지속적 경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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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향하는 엘리시온의 목표

Good To Great
한미글로벌과 일하는 것이 건설사업 가치창출로 이어지는 회사

서비스에 감동한 고객이 자발적인 세일즈맨이 되는 회사

많은 우량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를 받고자 대기하는 회사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동료애가 넘치고 재미나는 회사

최고의 인재들이 입사하려고 대기하는 회사

역할 / 성과에 따라 최고의 보상과 함께

① 무해고 ② 성별무차별 ③ 무정년 원칙을 추구하는 회사

업계 최고의 수익 실현을 통한 기업 가치극대화

지속적 성장을 통한 Global Top 회사 진입

지속성장을 하는 혁신 / 창조 기업



Thank you 

Presented by: WK Cho
Associate Director, HanmiGlobal

wkcho@hmglobal.com
010-5321-3669

Hompage: www.hmglobal.com

Q&A

http://www.hmglob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