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조직문화 프로그램 

Like. 
WOORI TECHNOLOGY 

우리기술은 임직원 여러분 모두 활기차고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일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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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njoy 
 

2.1 즐거운 피크닉 
2.2 부서별 WorkShop  
2.3 동호회 지원 
2.4 송년회(시상/포상) 
2.5 스마트한 회식 문화 
 

01 Company 
 

1.1 수평적 조직 문화 
       (호칭직급/팀단위 조직) 
1.2 합리적 보상 
       (기본급+직능급+성과급) 
1.3 체계적 교육 
1.4 쾌적한 사무 환경 
       (사무가구/화상회의실/IT ware) 
1.5 휴식 공간 

Life 
 

3.1 시차 출퇴근 
3.2 교통지원(출근버스/업무차량) 

3.3 Health Care Day 
3.4 건강검진/건강상담/실손보험 
3.5 Family Day 지정 
3.6 리조트 회원권 
3.7 연차 휴가 장려 
3.8 경조사 지원 
3.9 자녀학자금 지원 
3.10 명절 선물 
3.11 복지포인트(임직원특가쇼핑) 

3.12 지원 사업 (신입사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학습병행제) 



. 3단계(프로/선임/책임) 호칭직급, 연령기준 

. 전사 팀 단위 조직 구성 

. 결재 Step 최소화 

   - 담당자/팀장/임원(중요사항) 결제 체계 

호칭직급제 
 

직급 서열 없음, 직무담당자→팀장 
(끈끈한 선/후배 관계는 있음) 

1.1 수평적 
조직문화  

01 Company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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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합리적  
      보상 

01 Company 

. 기본급(직무별) + 직능급(업적별) + 성과급(영업성과) 

. 부서/팀/개인 목표와 실적관리 ▶ 업적평가 

. 전문성/화합/도전/열정/전략적사고 ▶ 역량평가 

 

. 고성과자에게 많은 보상! 

직무직능급 + 성과급  
 

직무와 업적에 따른 합리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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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체계적      
      교육 

01 Company 

. 직무별 전문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수립 

. 부서/팀/개인 직무 목표에 따른 교육 계획 

. 해외업무 직원 대상, 원어민 무료 교육 

 

직무별 교육비 전액 지원 
 

직무별 역량, 팀/개인 목표에 따른 
교육 지원 

Education &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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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쾌적한 
 사무환경 

. 넓은 책상, 개인 옷장  

. 편안한 사무 의자 

. 모든 사무용품 지급 

출근하고 싶은 회사 

01 Company 

Groupware, 
화상회의, 모든 회의실에 대형 모니터  

. 전자결재 적용율 99% 

. 화상회의 시스템 지원 

. 모든 회의실(6개실)에 대형 모니터, 노트북 지원 

. PC/IT 문제 처리 개인지원 (전산팀) 

1.4 편리한 
IT 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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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 자율적 휴식! 

. 원두커피 머신기 

. 원두는 직원 투표로 결정 

. 음료수는 2주 1회 FULL  

. 기타 녹차, 둥글레 등등 

커피/차/음료/얼음 

01 Company 

1.5 
휴식공간 

ICE 
Water 
Pu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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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02 

운동하고 싶으신 분~ 

(족구, 축구, 릴레이 등) 

놀이 체험, 보물찾기 

잔디밭 산책~  

자유 선택 가능 

 

 양손 가득 푸짐한 상품 

 트로피 + 포상금 

 점심/저녁 식사 

     모두 책임집니다! 

무엇이든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모두 프리 힐링해요! 

2.1 
즐거운 피크닉 
Happy Picnic 
(22년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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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 연 1회 

.  1인  20만원 지원 

  조직 단합 활력 UP! 

2.2  
부서별 WorkShop 

02 Enjoy 

같은 취미? 우리 뭉쳐요~ 
. 포상과 문화행사 

2.3  
동호회 지원 

. 동호회 등록 

   (부서/팀 혼합) 

.  1인 25만원 지원 

   

지루한 일상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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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02 

.  사업실적, 새해비전 발표 

.  시상/포상 

   우수사원, 장기근속, 

   특별상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주는 선물 

2.4  
송년회 
22년 12월 28일[수] 

. 포상과 문화행사 

2.5  
스마트한 회식문화 

회식은  1차까지! 

10시에 헤어져요~ 

월 1회로 짧고 굵게! 

갈 사람만 가시죠~ 

여러분의 워라밸은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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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ife 
여러분의 Life Style을 존중해요! 
 

출근 오전 8~10시,  

퇴근 오후 5~7시 (8시간) 

출퇴근을 유연하게~ 

3.1  
시차출퇴근 

출근 버스 (08:30~09:30) 5회 

외근/출장 차량 (SUV 6대) 

야근 카카오 택시, 쏘카 

여러분의 이동을 책임져요 

3.2 
교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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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ife 
여러분의 Life Style을 존중해요!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시) 

 .  헬스/골프/필라테스/요가   

   무료강습, 자유 선택 

건강도 챙겨줄께요~ 

3.3 
Health Care Day 

 .  정밀 건강검진 전액 지원         
     (2년 1회) 

 .  매월 건강 상담 (의사/간호사) 

 .  실손 보험 무조건 가입 
    나이, 병력 don’t mind     

Full Care Service 

3.4 건강 검진/상담 
     실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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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ife 
여러분의 Life Style을 존중해요! 
 

 .  매주 금요일 가정의 날 

 .  정시 퇴근 

 .  야근 NO! 회식 NO! 

가족(愛)애  빠지고 싶다~ 

3.5 
Family Day 지정 

회원가격으로 다녀오세요 

3.6 
리조트 회원권 

 .  소노 호텔앤리조트 

 .  금강산 콘도 

 .  켄싱턴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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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ife 
여러분의 Life Style을 존중해요! 
 

 . 전사 연차휴무일 지정 
     (샌드위치 데이, 금요일) 

 . 사유 없이 자유로운 신청    

 . 연차/반차/반반차 까지! 

열심히 일한 당신  
눈치보지 말고 떠나라~ 

3.7 
연차 휴가 장려 

기쁨 두배  슬픔 절반 
우리 함께해요 

3.8 
경조사 지원 

 .  경조사비 

 .  경조휴가/화환 

 .  결혼 대출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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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ife 
여러분의 Life Style을 존중해요! 
 

 . 연간 예산 책정 (인원수 배분)  

 . 자녀 수 무제한 

공부만 열심히 해라! 
우리기술이 책임진다~ 

3.9 
자녀학자금 지원 

넉넉하고 풍요롭게~ 

3.10 
명절 선물 

 . 설날, 추석 선물 지급 

 . 현재 푸짐한 한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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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ife 
여러분의 Life Style을 존중해요! 
 

 . 연 100만 포인트 지급 

   (현금 동일) 

복지의 시작은 현금! 

3.11 
복지포인트 

임직원의 알뜰한 혜택! 

3.11 
임직원 특가 쇼핑 

 . 복리후생관 쇼핑 사이트 

 . 임직원 특가 쇼핑 제공 

 .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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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Life 
여러분의 Life Style을 존중해요! 
 

 . 2년 재직 후 지급 

 . 1,200만원 적금 통장 지급     

   900만원(정부+기업 납입) 
   300만원(직원 납입) 

재직만 하면 1200만원 
적금통장이 내 손안에! 

3.12 (신입사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일과 학습을 동시에~ 

3.12 (신입사원대상) 

청년일학습병행제 

 .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제공 

 . 이론교육+실무경험으로 

   핵심인재 양성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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