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04월 01일 발행

CONTENTS

CEO 발간사  01

Ⅰ. CoMPANY PRoFILE 

회사 개요 02

비전 및 전략 체계 05

Ⅱ. ETHICS MANAGEMENT 

KEPCO E&C 윤리경영 추진 전략 06

윤리경영 추진조직 구축 08

윤리경영 관련 규정 정립 10

윤리경영 종합관리시스템/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11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교육 시행 12

참여형 청렴윤리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15

윤리경영 평가 및 환류 17

KEPCO E&C Ethics Management a White paper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KEPCO E&C Ethics Management a White paper

윤리경영 백서(2016년판)

최고의 기술로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Global Power EPC기업

김천 본사

우편번호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대표전화 054-421-3114

대표팩스 054-421-6114

원자로설계개발단

우편번호 34057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3

대표전화 042-868-4000

대표팩스 042-862-1458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5년도 국가별 

청렴도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청렴도 수준이 전년대비(55점) 

상승하였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69.9점)를 여전히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현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기관 청렴수준은 

최근 몇 년간 답보 상태를 보이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1975년 우리나라 발전소 설계기술 자립을 목표로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화력 발전소 설계 등 국내 발전 

사업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UAE 원자력 발전소 설계 등 이제는 국내를 넘어 더 큰 세계시장으로 진출하

여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를 목표로 더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 한국전력기술은 글로벌 최고수준의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추진조직 강화·대외 청렴네트워크 구성 등 청렴윤리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맞춤형 윤리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임직원의 청렴윤리 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더 나아가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로까지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해 동안의 청렴윤리 활동을 집대성한 윤리경영 백서를 발간하여, 한국전력기술의 청렴윤리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점검하여 향후 더욱 청렴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부패의 어원 “CORRUPTION”은 ‘함께(COR) 파멸하다(RUPT)’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한 기업은 자신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및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투명한 

기업활동으로 임직원과 고객, 더 나아가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전력기술이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1일

대표이사 사장

박 구 원

CEO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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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 연혁 ]

‘75. 10 Korea Atomic Burns & Roe로 설립 (한국원자력연구소와 美 Burns & Roe社 공동 출자)

‘82. 07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분 인수 후 한국전력기술(주)로 사명 변경

‘87. 04 영광 3, 4호기 종합설계 주계약자 선정 (국내 최초)

‘97. 01 원자로계통설계(NSSS) 이관으로 원전 통합설계 수행

‘09. 12 한국거래소에 주식 상장

‘09. 12 UAE 원전 설계사업 수주

‘10. 07 영문CI 변경 (KOPEC → KEPCO E&C)

‘12. 10 경북 김천혁신도시 신사옥 착공

‘13. 10 제19대 박구원 사장 취임

‘15. 08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경북혁신도시(김천)로 본사 이전

[ 설립 근거 ]

● 상법 317조(설립의 등기) : 상법상 주식회사

[ 설립 목적 ]

●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만족과 인류번영을 추구한다.

[ 주요 사업영역 ]

신규 발전소 종합설계 발전 플랜트 EPC 사업

환경 ·신재생 에너지 사업 O&M 사업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복합화력 및 열병합발전소

01 타당성 조사

02 개념 및 기본설계 엔지니어링

03 상세설계 엔지니어링

04 구매

05 건설관리

06 품질보증 및 관리

07 발전소시험 및 시운전

08 설비개선 및 운전지원

09  기술훈련 및 자문

•발전 플랜트 설계/구매 일괄  

서비스 제공

•첨단 대기오염 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설비

•온실가스저감사업

•ESCO사업*

•원자력발전소 성능 및 

안정성 개선 설계

•가동중인 원자력·화력발전소의 

종합기술지원

수 행 역 무

*ESCO(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장비, 인력을 갖춘 한국에너지공단 등록업체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 설계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전력사업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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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위상 ]

● 대외 위상 : 미국 ENR지 선정 4년 연속 원자력발전 해외설계 부문 1위 등

▶ 원자력발전 해외설계 부분 1위

▶ 복합화력발전 시공 부문 3위

▶ 전력 설계부문 12위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설계분야 해외매출 기준 상위 225개 기업

The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시공분야 해외매출 기준 상위 250개 기업

The Top 150 Global Design Firms
설계분야 총매출 기준 상위 150개 기업

1위

3위

12위

[ 경영 목표 ]

● 2015년 중점 추진방향

생산성과 효율성 기반 경영체제 확립 안전 최우선과 글로벌 수준의 설계품질

新전략경영체제 수립(비전·미션 재정립) 미래선도형 신형로 및 핵심요소기술 개발

상생 소통의 노사문화 확립 화력플랜트 해외진출 확대·수익성 제고

성공적 신사옥 이전 및 정착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제2원전 수출

윤리경영 실천으로 국민기대 부응 중점기술개발추진 및 연구협력 강화

“공공기관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2차 정상화 대책

“창사 40주년, 성공적 지방 이전”

내실경영 지속성장

newpower,newstandard

석전경우 (石田耕牛)

제2의 도약을 위한 기술 혁신

[ 매출 1조원, 수주 2조원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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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및 인력현황 ]

감 사

감사실 품질안전환경처

홍보실

미래전력기술연구소

기술전략실

사 장

경영관리본부 원자로설계개발단

•기획처

•경영지원처

•인사처

•노사협력실

•계약실

•ICT 지원실

•정보보안전략실

•사옥관리실

•인재개발교육원

•원자로사업관리실

•원자로사업개발처

•유체계통설계그룹

•기계설계그룹

•계측제어설계그룹

•안전해석그룹

•원자력안전설계점검팀

원자력본부

•원자력사업관리실

•원자력사업처

•원자력기술그룹

•기계기술그룹

•배관기술그룹

•전기기술그룹

•계측제어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사업관리기술그룹

•원전기기안전센터

•원자력설계품질점검팀

플랜트본부

•플랜트사업관리실

•EPCM 지원실

•플랜트사업개발처

•기계배관기술그룹

•전기계측기술그룹

•토목건축기술그룹

•신재생환경기술그룹

* 조직 : 3본부 1단 1연구소 8처 13실

✣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발전 플랜트 엔지니어링 Knowhow를 보유한 Man Power

인원 (‘16. 1. 31 기준 / 단위 : 명)

구 분 임 원 직 원 계 비고

정원 (A) 5 2,311 2,316
전체인력의 88%인 1,898명이

기술·연구 인력으로 구성
현원 (B) 4 2,159 2,163

차이 (B-A) △1 △152 △153

※ (단위 : 명, ‘16. 1. 31 기준, 계약직 제외)

기사 481 (22.2%)

기타 74 (3.4%)

기술사 241 (11.1%)

PE/PMP 712 (32.9%)

자격별
2,163

기술직 1,725 (79.8%)

임원 4 (0.2%)

사무직 261 (12.1%)

연구직 173 (8%)
직종별
2,163

학력별
2,163

학사 1,300 (60.1%)

박사 113 (5.2%)

석사 586 (27.1%)

기타 164 (7.6%)

미보유 : 655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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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

설립목적

경영방침

비전 및 전략 체계

경영이념 인간 · 환경 · 기술의 융화 Humaneering

2025 VISION

발전소 설계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여 고객만족과 인류번영을 추구한다.

직원의 행복과 회사 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도약

01
기술능력

제고

02
글로벌 설계품질

확보

04
창조적

인재육성

03
내실/행복

경영

05
해외플랜트
수출 선도

세부방침

핵심가치

중장기

경영목표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목표

매출액 2.5조원,
영업이익률 10% 달성

미래 성장동력
매출 목표

미래 성장동력* 매출
비중 25% 달성

해외수출 목표

해외사업 매출비중
65% 달성

기술개발 목표

12대 핵심기술
확보

도전
Challenge

소통
Communication

전문성
Expertise

신뢰
Reliability

안전
Safety

2025년

*미래성장동력 : 컨설팅, 원전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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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 E&C 윤리경영 추진전략

추진 목표 Trust Organization Pride

세부

추진

과제

윤리의식향상을 통한 

신뢰형성
윤리경영시스템 확립

윤리문화 확산으로 

자긍심 고취

Life-Cycle 맞춤형

윤리교육

임직원/협력업체 대상

윤리행동강령 운영
윤리캠페인 지속 실시

전직원 윤리서약 실시
윤리경영 전담부서 및

협조체계 구축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협력사 대상 윤리교육 제공
온오프라인 

윤리 시스템 확립
윤리경영 지식 정보  공유

•TOP : Trust, Organization, Pride의 약자

•  윤리의식 향상 대내외 신뢰형성(Trust), 인프라(Organization) 구축, 자부심(Pride) 있는 기업문화 

확산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최고(TOP Tier)의 기업

[ TOP 윤리경영 의미 ]

비전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전력기술

브랜드

T.O.P 윤리경영

윤리의식향상을 통한 대내외 신뢰형성(Trust),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Organization), 

자긍심(Pride)을 고취하는 윤리문화 확산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글로벌 최고(TOP Tier)의 기업

윤리경영 비전/전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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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경영환경 및 

전년도 성과분석

•   윤리경영 추진전략 및

세부 계획 수립

실 행

• 조직, 규범 정비

• 전사 실천 프로그램 운영

•   본부별 윤리행동강령 

책임자 임무 이행

모니터링

• 윤리경영 진단조사 추진

•   자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시행

• 본부별·부서별 KPI 반영 

환 류

• 차기년도 계획수립반영

•   성취도에 따른 윤리교육 

내용 구성 변경

• 내부평가 반영 및 보상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기업으로 

도약하고 윤리의식 내재화 및 

청렴윤리 자정능력 형성

윤리경영 정착기로서 

윤리의식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조직문화 변화 추구

윤리경영 도입단계로서 

청렴윤리 시행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선진윤리경영 달성기
(~2020)

윤리경영 정착기
(~2015)

윤리경영 확산기
(~2013)

•윤리경영 선도기업 달성

•윤리의식 내재화

•자발적 청렴윤리 활동 지속

•윤리경영 추진동력 강화

•청렴윤리문화 확산

•청렴윤리규범 제정

•윤리경영관리체계 구축

선진윤리 기업달성

관리체계구축

[ 윤리경영 중장기 Road Map ]

[ 추진  프로세스 (Process) ]

중장기 로드맵 & 추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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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위원장 사 장

위   원
•본부장, 행동강령총괄책임자

•필요시 위원장 지명직원 3인이내

간   사 윤리경영팀장

심의사항
•윤리경영관련 주요 결정사항

   (추진전략심의, 추진과제채택 등)

윤리경영팀장

간사

사장

위원장

위원

본부/단장

위원

행동강령총괄책임자

위원

지명 직원 3인

본 부 행동강령 책임자 윤리경영 지킴이 

감  사  실 감 사 실 장 감사실 양정열

연구소, 기술전략실 연구소장(겸임) 기술전략실 윤창준(겸임)

품질안전환경처 품질안전환경처장 품질안전환경처 엄재민

홍  보  실 홍 보 실 장 홍보실 손인자

경영관리본부 인사노무처장 인사노무처 노정화

원자력본부 원자력사업관리실장 원자력사업관리실 김수림

플랜트본부 플랜트사업관리실장 플랜트사업관리실 오신영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사업관리실장 원자로사업관리실 이  준

윤리경영 추진조직 구축

01.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02. 본부/단별 윤리경영 담당자 및 행동강령 책임자 지정

•심의안건 : 윤리경영 추진전략, 청렴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개최여부 : 2회 개최 (반기별 1회) 

•2015년 제1차 윤리경영위원회 ‘2015년도 윤리경영 추진계획’심의 (’15.03.03) 

•2015년 제2차 윤리경영위원회 ‘청렴마일리지 제도 개선’ 심의(’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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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 자 운 영 주 제 참 석 자

1 2015.02.10 전직원 윤리수준 분석/취약분야 점검 본부/단별 윤리경영지킴이 등 

2 2015.03.02 2015년도 윤리경영 종합추진 방안
윤리경영팀,

감사실 등

3 2015.04.09 윤리경영 시스템 개편방안
홍보실

감사실

윤리경영팀

경영IT지원팀 등

4 2015.07.10 청렴윤리 홈페이지/시스템 개편방안

5 2015.07.27 청렴윤리시스템 전면 개편 방안 논의 

03. 윤리경영 스터디그룹 운영

•장기적인청렴윤리기반구축을위한전략의일환으로전직원을대상으로회사장기비전실현에

필요한청렴윤리분야에대한자발적학습조직(스터디그룹)운영

•윤리경영스터디그룹의그룹장및그룹원은회사인트라넷게시판을이용하여해당분야에대한

전문적인지식,관련기사,동향등에대한게시는물론일반직원들로부터해당분야에대한질문에답변

하며해당분야의학습조직을운영

•청렴윤리스터디그룹운영실적(총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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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관련 규정 정립

사규/지침/매뉴얼 제정/개정 일자 주 요 내 용

전문기술인 윤리강령 2014.04.04 전문기술인의 책임과 의무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2015.09.21

재직중 본인 또는 타인에 대한

취업청탁 금지

직무관련자외 사람과 골프시

실명기재 의무화 등

협력업체 윤리강령 2014.03.19 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2015 윤리경영 백서 2015.04.01
우리회사 윤리경영

추진내용 소개 

윤리경영 가이드북 2014 . 1 1 . 1 1
임직원 지침 사례집

(신규/80페이지/A4 컬러)

부정부패 사례집 2014 . 1 1 . 1 1
공공기관 부패 사례집

(신규/40페이지/A4 컬러)

성희롱 예방지침 2015.07.20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성희롱 예방교육 등 

청렴마일리지 지침
2014.12.18

2015.12.18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지침

퇴직자 취업제한제도

종합 가이드라인

2015.06.08

2015.12.04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행위제한 등 

외부강의등 신고매뉴얼
2014.06.12

2014.09.05
외부강의 등 신고요령 해설

청탁행위대응 매뉴얼 2014.10.21 청탁행위 대응요령 해설

청렴마일리지 매뉴얼 2014.12.18 사용자/관리자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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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종합관리시스템/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01. 윤리경영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03.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

•임직원 청렴윤리활동 체계적 관리

•청렴윤리 컨텐츠 종합 제공 시스템 
- 윤리경영 규정, 제도 매뉴얼 제공

- News letter, 가이드라인 등 운영

- 전사/개인 실적관리, 리얼타임 조회

- 임직원 신고업무 전산서식화 완료

•임직원 윤리경영 접근/편의성 향상

•청렴마일리지 제도와 연계 운영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실적 보상제도(청렴윤리 인센티브)

- 청렴활동 성과보상체계를 제도화하여 인센티브로 활용

•전사/개인별 청렴윤리 활동 실적의 계량화 및 종합 관리

- 우리회사 윤리경영 실적의 체계적 관리

•국민권익위 권고과제를 반영한 청렴마일리지 제도 신규 도입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응

•  청렴마일리지를 부서·본부별 내부평가지표에 반영하여 윤리경영 성과관리지표로서 활용 

구 분 주 요 내 용

윤리서약

관리시스템

•업무포탈 마이정보서비스와 연계 운영

•청렴실천서약 항목을 신설(서약실적 조회 관리)

신고·접수

전자문서화 

•명예서약서, 골프신고서, 위반행위신고서

•금전거래신고서, 금품 등 반환비용청구서 등

•임직원의 작성·신고 절차의 편의성 향상

02. 윤리경영 신고/윤리서약 수기서식 전산화로 Paperless Work 구현

윤리경영시스템 신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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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교육 시행

01. 직급별 맞춤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대상 세분화로 맞춤교육 시행

•신입사원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해설을 포함한 윤리교육 시행 

•직    원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해설, 전사윤리특강 등 시행 

•승 급 자 : 중간관리자로서의 윤리적 소양 및 역할 교육 신설

•경 영 진 : 회사 경영에 있어서 경영진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행동 

•퇴 직 자 : 퇴직 후 보안사항 유지·보안, 퇴직자취업제한 등 교육

대 상 교 육 과 정 명 비 고 

경영진 •청렴연수원 고위과정 청렴 연수원

승급자 •승급자 교육 연계 윤리교육 교육팀 협조

전직원

•온라인 플래시 윤리교육 의 무 교 육

•윤리특강, 윤리연극 실시 실 천 주 간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 무 교 육

신입사원 •윤리행동강령 특강 윤리경영팀

퇴직예정자
•  퇴직예정자교육 윤리특강 및 퇴직자 

취업제한 교육 실시
교육팀 협조

인 턴
•  성희롱예방교육 및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특강 실시
의 무 교 육

협력회사

•온라인 플래시 윤리교육 동영상 강의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 무 교 육

•교육대상별 윤리교육 세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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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의식 관련 4대 정부 지정 의무 프로그램 교육

03. 직급별 사이버 윤리교육 실시

•목적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등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의무 교육

•대상 : 임직원(계약직 포함) 및 협력업체 직원

•구성 : 법규, 고충처리절차,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방지, 사례

•방식 : 전문강사 초빙 집체교육(실시간 시청각 교육 병행)

•이수 실적 :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 각 2회,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1회 

•성희롱고충상담원 고충상담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권장) 

- 사내 고충상담원의 직무역량 강화/고충상담 내실화를 위한 교육 시행 

•교육 목적 :   직급별 맞춤형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의 청렴윤리 의식 함양

•교육 대상 : 임직원(계약직 포함)

•교육 기간 : 2015년 11월 23일 ~ 12월 18일

•교육 방식 :   이매니지먼트(우리회사 청렴윤리 종합 프로그램 수행업체)의 서버를 통한 사이버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직무윤리, 부패대응 방법, 이해충돌 관리,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리더십 

•이수 실적 : 1,212명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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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사 온라인 Flash 윤리교육

05. 현장사무소 대상 찾아가는 윤리교육 신설

•목적 : 전사 윤리의식 내재화 추구

•대상 : 임직원(계약직 포함) 및 협력업체 직원

•구성 : 윤리경영 중요성, 윤리행동강령, 사례학습   

•실적 : 매월 2회 실시 (총 24회)

•목적 :   본사 중심 교육 운영으로 발전소 현장 사무소 등 윤리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임직원 
윤리의식 향상

•대상 : 발전소 현장사무소 근무 직원

•실적 : 신고리 ·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오산 열병합발전소 등 3회 실시 

•내용 :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해설 및 청렴마일리지 제도 교육

찾아가는
윤리교육 



I. CO
m

Pa
n

y PrO
fILE

KEPCO E&C Ethics Management a White paper  •  15

Ⅱ
. ETH

ICS M
A

N
A

G
EM

EN
T

참여형 청렴윤리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01. 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e-Poster 운영(월 1회)

02. 사이버 윤리서약 실시(연 1회, 전직원 100% 참여)

•목적 :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청렴윤리 마인드 고취 및 경영혁신 · 기업문화 메시지 전달로 
점진적 조직문화 개선

•운영 : 그룹웨어 시스템 초기화면에 윤리컨텐츠를 운영

•배경 :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에 

전직원의 관심과 참여 제고

•목적  :   윤리강령 준수, 성희롱없는 양성평등 

추구 직장문화 조성

•운영  :   직장윤리 가치관 조성 등 실천서약 

전자 서명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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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윤리경영 소식지(News Letter)제작 배포(월 2회)

04. 윤리경영 실천주간 운영

윤리경영

주간행사

•내용 : 윤리경영 대내외 동향/윤리경영 프로그램 소개 News Letter 자체 발간

•운영 : 전직원 대상 이메일 발송

•구성 :   우리회사 윤리경영 소식 및 제도 소개, 전력사 윤리경영 소식, 윤리퀴즈 및 만화, 
윤리경영 성공/실패사례 등으로 구성

•내용 : 매년 ‘윤리경영 실천주간’을 운영하여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 추진

•구성 :   경영진 청렴윤리 실천서약식, 청렴 골든벨 대회,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고위직 
청렴윤리교육, 청백리연수

•일정

일 자 시 간 프 로 그 램 참 석 대 상

11.23(월) 10:40-11:00
청렴윤리 실천 서약식

(본관 17층 이사회의실)
경영진 전원(6명)

11.24(화) 14:00-16:00 청렴 골든벨 대회 (본관 2층 로비) 172명 (직접/간접참여자 포함)

11.25(수)

09:30-11:30
성의식 의무교육

(본관 1층 국제세미나실)

임직원(직위자) 및

협력업체 직원 

13:30-16:30
고위직 청렴윤리 교육

(본관1층 국제세미나실)

주임급/수석급 111명

(김천 근무자)

11.26(목) 09:30-16:30 청백리 연수 (경북 청도군) 본부별 팀장급 중심(총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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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평가 및 환류

지수 영역별 문 항 설문 내용 구성 비 고

개인

윤리

(EX)

윤리 의식 3 •윤리경영인식 · 체감 · 참여도 

* 총 7개

(6점 척도)

 •제도 : 3개

 •실천 : 4개

내부신고 의식 2 •내부신고인식 및 참여도 

사회공헌 의식 2 •사회봉사인식 및 자발성

조직

윤리

[OX]

경영층 의지 3 •경영층 실천의지 및 지원정도

* 총 13개

(6점 척도)

•제도 : 4개

•실천 : 7개

•성과 : 2개

윤리규범 및 시스템 6

•윤리규범의 명확성 및 이해도 

•내부신고시스템 

•점검 및 모니터링  

•윤리경영평가제도 

윤리경영 활동 4
•윤리교육 다양성 및 만족도

•윤리문화지원 및 전파

사회

책임

[SRX]

지역사회사회공헌 3 •사회공헌제도 및 실천도 * 총 5개(6점 척도)

•제도 : 2개

•실천 : 3개협력업체동반성장 2 •상생마인드 

합계 8개 영역 25 

01. 2015년도 한국전력기술 직원 윤리의식조사

•조 사 명 : 『2015년 윤리의식 설문조사』

•조사 목적

- 전직원 윤리의식 수준 파악 및 회사의 윤리경영 실적 점검  

- 윤리경영 우수 및 취약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윤리경영 발전방향 모색

•조사 대상 : 임직원 

•조사 기간 : 2015.12.16. ~ 12.24.

•조사 방법 : 임직원 웹메일을 통한 웹 서베이(Web-Survey)방식

•조사 내용 : 개인윤리, 조직윤리, 사회책임 수준 등 총 25문항

•조사 결과 : 종합 79.8점(전년대비 9.6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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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고위직 부패위험성 평가

•평가 목적

-   고위직의 청렴도 평가를 통해 고위직의 청렴성 유지 및 솔선수범을 유도하여 국가 청렴도 

제고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평가 대상 : 경영진 4명 

•평가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 기반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평가 업체 : 이매니지먼트(우리회사 청렴윤리 종합 프로그램 수행업체) 

•평가 기간 : 2015.04월 ~ 05월

•평가 내용 :‘직무청렴성’과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19개 문항으로 구성

평가분야 평 가 사 항 (가중치) 비 고

직무

청렴성

(80.0)

공정한

직무수행

(30.0)

01 직무와 관련한 위법 · 부당한 업무지시(7.5)

10점 

리커트

척도 

02 직위를 이용한 대외적인 알선 · 청탁(6.5)

03 학연 · 지연 등 연고중심적 업무처리(6.5)

04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의 불공정성(5.5)

05 업무책임 회피 · 전가, 복지부동 등(4.0)

부당이득

수수금지

(35.0)

06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8.5)

07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 편의 수수(7.0)

08 직무관련정보 사적 이용(5.5)

09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 사용, 목적 외 사용(6.0)

10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 목적 외 사용(4.5)

11 직원 등의 노동력 사적 사용(3.5)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15.0)

12 직위를 이용한 순서 끼어들기(4.0)

13 과도한 외부강의 또는 부적절한 대가 수령(4.0)

14 외유성 등 부적절한 출장(3.5)

15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3.5)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20.0)

16 경조사 통지의무 위반(5.5)

17 직원 또는 업무관계자 등과의 부적절한 금전관계(3.0)

18 청렴에 대한 의지 및 부패방지 노력 수준(6.0)

19 도박, 음주 등 사생활 문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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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평가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 ·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

•평가 기간 :     매년 7월 ~ 11월  

•평가 방식 :   전화, 이메일, 스마트폰 조사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3등급(전년대비 1등급 상승)

외부청렴도
(0.601)

내부청렴도
(0.250)

정책고객평가
(0.149)

부패사건
발생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종
합
청
렴
도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금품 · 향용 · 편의 수수, 특혜 제공, 부당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직 · 간접적 부패경험 및 인식 정도 (13개 항목)

조직 내에서의 부패행위 관행화 정도와
부패 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9개 항목)

금품 · 향용 · 편의 수수 인식, 예산낭비, 정책결정 및 사업
과정의 투명성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10개 항목)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4개 항목)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 처리한 정도 (24개 항목)

징계 수준의 엄정성, 부패예방 노력도 등 (3개 항목)

금품 · 향용 · 편의 수수와 관련한 부패경험 (1개 항목)

부패공직자 징계지수(행정기관 일반직원 부패사건 적용)

부패사건지수(행정기관 정무직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부패사건 적용)

측정대상자 명부 임의변경 · 오기, 호의적 평가유도 응답건수

현지점검 · 제보 등 적발사항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의 내부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전문가 · 업무관계자 · 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

(감점)

(감점)

부패지수
(0.638)

청렴문화지수
(0.433)

부패인식
(0.427)

부패위험지수
(0.362)

업무청렴지수
(0.567)

부패통제
(0.294)

부패경험
(0.279)

설문조사

처분통계
부패사건

DB

명부점검
설문조사
현지조사

<권익위 청렴도 평가 측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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