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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資料
윤리경영 100문 100답 발간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1월 8일(목) 朝刊부터

 ※ 문의 : 윤리경영팀 박동민 팀장(6050-3451), 진경천 과장(6050-3452)

거래처에서 10만원 넘는 경조  받으면 비윤리  행

   - 한상의, 윤리경  100문 100답 발간-

 ․거래처 선물․ ․경조사비 5만원 이내면 윤리 으로 무방

 ․상사의 부당한 수의계약 지시는 윤리담당부서에 신고 상

(사례1) 거래처가 주최하는 창립기념 골 회에 참가한 A기업 김부패 차장

의 행동은 비윤리 인가?  (사례2) 친한 거래처 직원과 업무와 무 한 콘도 

회원권을 공동구매한 B기업 나윤리 사원의 행 는 정당한가? (사례3) 김원칙 

부장은 경조사때 거래처로부터 10만원이 넘는 경조 을 받았다. 돌려주어야 

할까?

기업 장에서는 이처럼 윤리 인 갈등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빈발하지만 

부분 명쾌한 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7일 기업 임직원들의 윤리  고민을 해소하

기 해 기업 장에서 자주 직면하게 되는 윤리  이슈 가운데 표 인 

100가지 사례를 문답으로 풀어 정리한 ‘윤리경  100문 100답’을 발간, 회원

기업에 무료로 배포키로 했다.

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김부패 

차장의 행동은 거래처의 공식행

사이므로 참가해도 무방하지만 

나윤리 사원의 행 는 회사와 이

해 계가 있는 거래처와의 공동

투자이므로 윤리규범을 어긴 비

윤리 인 행 가 된다”고 설명했

다. 



- 2 -

한 김원칙 부장이 받는 경조  10만원을 과한 액수는 돌려  것을 제

안했다. 사회 습상 경조 에 해서는 한 편이나 직무와 련한 이해

계자로부터의 경조  수수는 5만원을 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한 경

우라도 10만원을 과하면 윤리규범에 어 난다는 것이다.

한상의는 특히 일상 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부주의가 윤

리규범의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의 상으로까지 확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인근 경찰서 수사 이 A은행의 

나투명 리에게 신분증을 제시하

며 특정 고객의 융정보를 요청

하자 나 리는 공무상 필요한 것

이므로 당연히 조해야 할 의무

가 있다고 생각해 알려줬을 경우 

나 리는 ‘법원의 명령이나 사

의 장’없이 고객정보를 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선물  품수수 ▲   찬 ▲공정거래 ▲경조

사  정보보호 ▲회사자산보호  윤리규범 수 ▲내부 신고제  윤리  

기업문화 등 6가지 분야에서 윤리 인 갈등상황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한상의는 보고서에서 “기업 임직원들이 겪는 윤리  갈등상황은 옳고 잘

못된 것  하나를 고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완 히 옳은 것도, 완

히 잘못된 것도 아닌 여러 가지 안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자

주 발생한다”며 사례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이 지혜로운 윤리  

선택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문제 발생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

다.

이번 윤리경  100문 100답 보고서에서 제시한 주요 윤리  이슈와 응방법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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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윤리  이슈 응 방법 이유  기

선물  

품

수수

선물수수 액 5만원선이면 무방 사회 통념

공식행사의 경품 기념품
경품은 반환,

기념품은 수령
‘불특정 다수’가 기

거래처로부터 매진된 월드컵

입장권의 액면가 구입 
윤리규범 배 거래처의 ‘편의제공’ 포함

발신처 없는 고가의 선물 불우이웃에 기탁 반환불가

  

찬

식사  액 5만원선이면 무방 선진국 수

2차 유흥주  거 고가

자발  행사찬조 지양 행으로 오인함

공식골 회참가 참여가능 공식

골 각자 부담은 허용
美 각자 부담
日 골  지

공정

거래

상사의 수의계약 지시 윤리담당부서 신고 공개입찰 수

거래처의 법사항 발
청렴계약 체결 

 거래해지
기업 이미지 훼손

재고물량 떠넘기기 공정거래 불공정거래행

거래처의 미공개정보를

통한 투자이득

형사책임(10년이하징역

는 2천만원이하벌 )
증권거래법 반

거래처직원과의

골 회원권 공동구매
윤리규범 배 이해 계 발생

경조사 

 정보

보호

경조사 액 5만원선이면 무방 사회통념

경조사의 공지
개별통지 불가, 언론 등 

불특정 다수 공지가능
특정인 공지

보고서 유출 책임 1차 유출자도 책임 정보보호 소홀

고객정보 유출(실수포함) 형사책임 법원명령  장 제시

회사

자산

업무상 항공마일리지 사용 사  사용 지양 행자부는 공무로 사용

업무시간의 사 사용 지양 회사공유물

내부

신고

부정의 자진신고 처분경감  감면 자발

성희롱 범 장난스런 농담도 해당 불쾌 수치심 유발

<윤리  이슈와 응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