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윤리헌장

직원 서비스 향상 약속 다짐
하나. 청소년들이 일상 여가생활 속에서 휴식⁃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개방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소통의 공간, 꿈과 사랑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청소년이 예술, 스포츠, 봉사활동 동아리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
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 청소년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잠재소질 개발과 유용한 방과 후 시간을 활용을 위하여 문화 교육
프로그램,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나. 특성화되고 전문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배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하나.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예방에 철
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나.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즐겁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수련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비스 향상 약속 다짐 실천 사항
- 청소년에게 소통의 공간, 꿈과 사랑의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
- 청소년이 예술, 스포츠, 봉사활동 동아리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토록 한다.
- 청소년의 적성, 잠재소질 개발과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한다.
- 청소년에게 특성화되고 전문화된 배움을 실천 지원한다.
-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점검과 위험요소 제거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청소년이 즐겁게 이용하며, 열려있는 청소년육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직원 윤리 헌장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이하 “재단”)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청소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윤리 준법 경
영을 통해 청소년과 주민 모두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재단이 되고자 한다.
하나. 재단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서비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권리와 인
격을 준중 하겠습니다.
하나. 재단은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공공윤리를 준수하며,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 써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재단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 를 우대하고 차별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법과 원칙에 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 하겠습니다.
하나. 재단은 임직원간의 상호 조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동반 자적인 관례로 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나. 재단은 임직원간 상호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성희롱 등이 없는 양성평등한 관계로 유지하도록 하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