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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사회적 요구의 목소
리는 높아졌다. CSR이 점차 광범위한 어젠다로 자리잡아가면서 모든 조직에서 다루어
야 할 주제가 되었지만 국내 CSR에 대한 활동은 일부 대기업에 제한되어 있다. 공공기
관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복리 증진 또는 독과점 억제가 목적이
기 때문에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공공기관
의 CSR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CSR 수
준을 Reidenbach and Robin(1991)의 윤리적 발달단계에 맞추어 살펴봄으로써 국내 공
공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을 가늠해보고 향후 공공기관들의 CSR활동 계획에 어떤 점이
필요할 지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과 사회적 자성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여 2003년 윤리경영
을 도입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윤리경영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공공기관이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CSR 수준은 4단계 ‘윤리관 태동단계’로 최종 5단계인 윤리 선진단
계로의 진입을 위해 아직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가스안전공
사의 윤리경영은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 5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CSR의 조직문화로의
정착,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체득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많은 협업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 상황을 고
려하여 CSR 가치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성장이라는 커뮤니티 지향적 CSR을 모
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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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21세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기업의 사업영역은 점차 다국화되고, 이에 반해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의 규제보다는 자연스럽게 기업
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관한 사회적 요구의 목소리가 높
아졌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다양한 ‘사회 내 감시자’의 등장으로 기업의 사회
적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것이다(Reich, 2008). 기업의 CSR은 기부, 사회공헌, 봉사
와 같은 자선활동뿐만 아니라 환경, 인권,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Gjølberg,
2009). CSR이 점차 광범위한 어젠다로 자리잡아가면서 모든 조직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가
되었지만 국내 CSR에 대한 활동은 일부 대기업에 제한되어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경영 도입시기를 살펴보면 일부 선도적인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환경, 윤리경
영 정책에 대응하려는 수동적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다(라영재 윤태범 2010).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복리 증진 또는 독과점 억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안상아, 2013). 사회
적 기업 육성법 에서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
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내 공공기관의 CSR 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지
속가능경영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공공기관은 2014년
총 32개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보고서 발간 및 UN
Global Compact 가입 수도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영재 윤태
범 2010).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급 지급과 예산 편성에 활용하고 있는 평가 항
목에 사회적 기여에 대한 항목들을 추가함으로 윤리경영 유도를 하고 있다. 관련 법률제정
뿐만 아니라 자사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관련 항목의 평가 지표들
을 공시하게 하고 있으며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국정감사,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CSR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본 사례연구는 국내 전 가구의 99%인 2천1백4십여만 가구의 가스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CSR 수준을 Reidenbach and Robin(1991)의 윤리적 발달단계에 맞추
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건물 건축 시 가스시설의 안전여부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많은 업체들로부터 그 승인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로비에 노
출되기 쉬웠다. 윤리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사회적 자성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2003년 윤리경영을 도입하였다. 현
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8년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KoBEX SM)
에서 AAA 등급을 최초로 획득한 데 이어 7년 연속 AAA 등급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
권익위로부터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CSR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공공기
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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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CSR 활동중 윤리경영 부문에 집중하여 윤리경영 발
전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내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수준을 가늠해보고 향후 공공
기관들의 CSR 활동 계획에 어떤 점이 필요할 지를 제안하고 있다.

Ⅱ

. 이론적 배경

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이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공헌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한국 주요 기업들의 신년사를 분석해보면 모든 기업들이 사회공헌과 상생을 강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2, “2012년 재계 신년사 분석”). 기업들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CSR은 1950년대부터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Bowen(1953)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에게 주어진 사회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되도록 기업가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의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CSR은 1980년대 들어 기업의 사회적 성과(corporate
social performance: CSP)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Carroll, 1979). 학계와 실무계에
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SR의 정의는 Carroll의 개념으로(박혜원 한주희, 2011) Carroll
(1979)은 CSR을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등 4가지로 구분하
여 피라미드형의 CSR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경제적 책임은 기업의 역할이 이
윤 창출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법률적 책임은 기업이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제
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윤리적 책임은 법적 책임을 넘어
서 기업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윤리적 규범들까지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
요소인 자선적 책임은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을 의미한다. Carroll의 CSR 모형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 상호배타적이거
나 연속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arroll의 CSR 개념이 하나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하위단계를 이행되지 않고는 상위단계의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CSR의 개념구조는 학자마다 다양한데 이를테면 Schwartz
and Carroll(2003)의 벤다이어그램 모형,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강조하는 triple
bottom line(TBL) 모형 등 많은 개념과 정의들로 CSR을 설명하고 있다.
Porter and Kramer(2006)는 CSR을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환경경영, 윤리
경영, 사회공헌과 노동자를 비롯한 지역사회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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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의사결정 및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주요 CSR 활
동 영역을 환경경영과 윤리경영, 사회적 공헌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SR 활동 중 윤리경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Reidenbach and Robin(1991)의 기업의 윤리적 발달단계 모형

본 연구에서는 Reidenbach and Robin(1991)의 기업의 윤리적 발달단계 모형을 중심으로
기업의 윤리적 발달단계와 단계별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Kohlberg(1964, 1976)의 개
인의 도덕적 발달단계에서 영향을 받아 발전시킨 Reidenbach and Robin(1991)의 기업의
윤리적 발달단계 모형은 CSR의 다른 모형들과 달리 점진적 발달단계를 가정하고 있다.
이 모형은 모든 조직들이 가장 높은 단계까지 발달하지 않으며, 모든 조직의 윤리적 발달
단계가 반드시 1단계부터 시작되진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직이 점진적인
윤리적 발달과정을 거친다고 보고 있다. Reidenbach and Robin(1991)의 기업의 윤리적 발
달단계의 과정은 [그림 1]과 같으며, 각 단계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기업의 윤리적 발달 단계

출처: Reidenbach R.E. and Robin D.P. (1991), “A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p274

—

(1) 1단계 무도덕 단계

1단계는 ‘무도덕 단계’로 자본가와 경영자만이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하며, 기업의
이익극대화가 유일한 목표이다.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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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이윤을 내는 것이라는 강한 믿음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위법을 하더라도 위법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동으로 옮긴다.
무도덕 단계에 해당하는 조직에서는 생산성과 수익성만이 주요 가치라고 생각하며, “아마
아무도 모를 거야”,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 “절대 걸리지 않을 거야” 등과 같은 생각으로
합리화를 한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익 극대화인만큼 대가
를 치르더라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2) 2단계 준법 단계

2단계는 ‘준법단계’로 위법하지 않으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무도덕 단계’보다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발달 단계를 보이며, 1
단계에서는 놓쳤던 가치들인 법, 규칙, 규율 등을 지키고자 한다. 2단계인 준법단계에서도
여전히 이익을 강조하지만 1단계와의 차이점은 이익의 법률적인 문제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익을 극대화 해야 된다는 1단계와 대조적으로 2단계는 상호주의의 개념을
존중한다. 즉 여전히 이익의 극대화를 강조하지만 이익 추구 시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법의 정신보다는 문자 그대로의 법의 준수만을 강조하며, 도덕적인
부분들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즉 법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윤
리는 고려되지 않는다.

—

(3) 3단계 대응단계

3단계는 ‘대응단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
식하기 시작한다. 즉 이익과 윤리 간의 균형을 지키기 시작하지만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유익한 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이동은 외부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는데 비난 또는 악화와 같은 사회적 압력을 받는 경우에 반
응하여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이에 해당한다. 3단계에서는 잠재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명백한 부분에 대해 강제적으로 반응하는 등 이전 단계들보다
사회적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영활동을 한다. 또한 3단계에서는 보다 중요하고,
넓은 관점으로 사회의 방향을 반영하고자 이에 포커스를 맞춘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도 한다.
3단계에서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기업에 이익이 되는 수단적 의미를 가지며 조직은 이러
한 목적에서 CSR 활동을 실행하고자 한다.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사회공헌식 봉사활동이
많으며, 사회공헌활동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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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단계 윤리관 태동단계

4단계는 ‘윤리관 태동단계’로 CSR이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사실에서 더 발전하여 윤리
와 이익의 균형을 생각하기 시작한다.즉 조직문화를 윤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
하고자 하는 분명한 노력이 있는 단계로 기업과 사회간의 사회적 합의를 포함한다. 4단계
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조직 도처에 ‘윤리 수단’이 확산된 것이다. 윤
리강령은 점점 더 외부지향적이 되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핸드북, 정책 강령, 위원회, 옴
부즈맨, 윤리 프로그램 담당자 등은 윤리강령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4단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기업신조에 윤리경영이 포함되며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윤리
위원회 등을 조직하는 등 보여주기 식의 CSR 활동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동
반 상생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 즉 윤리적 행동에 보다 강한 경영 의지를 나타내며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단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조직 상위 층뿐만 아니라 하위
층에서도 CSR에 관한 의식이 강조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로 자리잡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
는 것이다.

—

(5) 5단계 윤리 선진단계

마지막 5단계는 ‘윤리 선진단계’로 CSR이 기업 경영의 최우선 목적이 된다. 즉 윤리원
칙에 의한 행동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는 단계로 CSR이 조직문화로 뿌리내려 전
종업원들이 윤리경영의 공감대가 형성된 단계라 할 수 있다. 5단계에 해당하는 조직의 의
사결정은 이익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이익과 윤리가 가장 잘 균형을
이룬 단계이다.
5단계에서는 CSR이 조직문화로 스며들어 공통적인 윤리적 가치가 조직 전체에 수용되
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핵심가치가 종업원들의 개별적 행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들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을 멀리하
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보상시스템과 제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옳은 결정에는 올
바른 보상이, 잘못된 의사결정에는 이에 따른 제재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뒤따른다.
4단계인 윤리관 태동단계와 5단계 윤리 선진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윤
리적인 행동을 자연스레 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모든 의사결
정이 윤리적으로만 계획되진 않았고, 모든 조직문화에 윤리적 가치가 통합되진 않았으며,
윤리적 행동을 가이드하는 메커니즘에 의존한다. 하지만 5단계에서는 조직문화에서 윤리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것이 옳은 행동
인지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CSR이 전반적인 조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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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자리잡아 전 종업원들에게 자연스레 윤리의식으로 자리잡아 실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Ⅲ

. 윤리경영시스템 운영사례: 한국가스안전공사

1. 회사연혁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해서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
고, 가스안전 기술개발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해” 설립되었다. 1974년 1월 고압가스보안협회로 출발하여 1979년 2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개편 발족하였으며, 1995년 8월 가스안전연구원과 2003년 3월 가스안전교육원을 부설기관
으로 설립하였다. 2015년 5월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본사와 14개의 지사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총 1,147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요 업무는 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와 점검, 안전교육
및 홍보, 안전기술 연구개발, 안전기기 보급, 기술컨설팅, 가스 사고조사 등 가스안전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안전 전문기관이 되
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최근 5년간 가스소비량이 연평균 6.2% 증가하는 가운데서
가스사고 인명피해는 10.3%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은 전년도 대비
23.2%의 사고 감소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신경영정
보 사이버지사 시스템 구축, 스마트검사시스템 구축 등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적용
하고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 하는 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선도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1] 한국가스안전공사 연혁과 수상경력

년도
2015.03
2015.02
2015.01

내 용
3년 연속 동반성장 최우수 기관 선정(산업통상자원부)
정부 고객만족도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기획재정부)
기록물 관리 우수기관 장관 표창 수상(행정자치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등급 달성(국민권익 위원회)
7년 연속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 최우수 기관 인증(산업통상자원부)
연속 직업능력개발 최우수 훈련기관 선정(고용노동부)
2014.12 3년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여성가족부)
스마트워크 우수사례 장관 표창 수상(미래창조과학부)
최초, 2년 연속 재해대책 유공 최우수기관 선정(국민안전처)
2014.11 공공기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100대 기업대상 수상(GWP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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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 용
공공부문 인적자원 우수기관 Best-HRD 인증(교육부)
대한민국 선진교통 안전대상 장관 표창 수상(국민안전처)
안전문화 대상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안전행정부)
정부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선정 (기획재정부)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가족부)
정부경영평가 검사 검증분야 1위 달성
2007년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노동부)
비전 2015 선포
재해대책 추진 대통령 기관 표창
정부경영평가 검사 검증분야1위 달성
가스안전교육원 설립(부설기관)
ISO 14000 인증기관 지정
안전관리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
ISO 9000 인증기관 지정
안전관리유공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가스안전시험연구원 설립
고압가스보안협회 창립(공업진흥청 산하)

2013.12
2012.12
2012.03
2009.11
2008.06
2007.09
2007.02
2006.05
2005.06
2003.03
2001.11
2000.03
1999.03
1996.02
1995.08
1974.01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발췌 및 정리
2. 윤리경영 시스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의 연혁
과 전략, 그리고 윤리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추진의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미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미션은 ‘가스안전 국민행복 실현’이다. 이는 가스안전 전문
기술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가스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가스사고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가스안전공사의 의지를 나타
낸다.
∙비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Global Top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검사 및
점검, 진단, 교육, 홍보 등 전 사업 영역을 통해 가스안전 활동을 강화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비전은 세계최고 수준의 가스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궁극
적 지향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스안전기술에 관해서는 Global Top 기술을 선도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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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면서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
임(CSR)을 다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경영목표 및 세부 추
진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장기 목표는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50% 감축, 기업지
원사업 50% 성장, 국민안전 의식 50% 향상, 6대 정보서비스 6대 정보서비스는 창업지원
센터 운영, 종사자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가스정보 분석체계 운영, 독성가스 관리 체계 운
영, 위험물 통합관리 시스템 100% 달성으로 매년 이를 위한 전략과 세부추진과제를 설정
하고 있다. 또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헌장, 윤리경영실천규정, 임직원행동강령,
업무매뉴얼과같은윤리규범 제도를 두고 있다. 윤리경영전담조직으로는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실무위원회, 고객홍보실, 감사실 등의 조직이 있으며, 이들 조직을 통해 윤리경영과 사
회공헌활동 및 윤리교육 등의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단순히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에서 벗어나 평가와 피드백을 반영하여 더 나은 윤리경영을 실천
하기 위해 윤리경영 종합평가와 윤리인식도 조사, 청렴도 지속가능경영실태 조사 등을 실
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연혁과 윤리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2] 한국가스안전공사 윤리경영 연혁

년도
내 용
제2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창사
40주년)
2014년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KoBEX SM) 7년연속 AAA등급 획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13년 제3차
제1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산업부)
2012년 청렴도 최우수기관 선정(국민권익위)
2011년 제2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09년 제1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08년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KoBEX SM) AAA등급 최초 획득
Global compact 가입
2007년 UN
임원 직무청렴계약 실시
2006년 임직원행동강령 제정, 윤리경영실천규정 제정
2004년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도입
2003년 윤리경영
윤리경영 행동지침 제정
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발췌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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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윤리규정

※ 청렴공정계약 이행지침: 입찰, 계약의 경우,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함
※ 공급자행동강령: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자의 윤리, 사회적 책임 등을 제시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2) CEO의 윤리경영에 대한 추진의지

2015년 1월 부임한 박기동 사장은 CEO 취임 이후 ‘책임경영’을 핵심 경영방침으로채택
하고 실천하고 있다. 윤리적인 상생에 기초한 핵심가치를 재설정하여 지속가능 성장 역량
극대화 등 윤리적 이슈를 경영전략에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그림 3]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방침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 현직 CEO들은 윤리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전 현직
CEO들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지속적인 발간은 물론이고 윤경
SM(윤리 경영 Sustainability Management)포럼과 CEO 클럽 홍보대사 위촉, 윤리경영
CEO 서약 및 UN Global Compact 10대원칙 이행 등 윤리경영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
할 수 있었다.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나 인트라넷과 SNS를 활용한 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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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윤리청렴 실천서약 등을 통하여 윤리경영의 의미 역시 강조하였다.
창사 4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한 제2윤리경영 선포식과 CEO 및 임원이 출제하는 윤리퀴즈
프로그램 등은 윤리경영 공감대 형성과 조직문화를 공유를 위한 CEO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3. 윤리경영 활동 내용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활동 내용은 윤리경영 성과프로세스, 윤리적 문화조성을
위한 자율실천 프로그램, 투명경영 활동 및 지배구조 정책, 사회공헌 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윤리경영 성과프로세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윤리경영 성과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윤리경영 실행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쌍방향 윤리공감대 형성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
이 목적이다.
[그림 4] 한국가스안전공사 윤리경영 관리체계

계획

실행
모니터링
피드백
∙윤리리더, 윤리헬퍼
운영
∙(내부) 윤리경영종합 ∙우수부서포상(연)
∙중장기 로드맵수립 ➡ ∙Keep!Go!Stop!
➡
➡ ∙우수사례공유(연)
프로
평가
∙윤리경영종합계획
그램
∙(내부) 윤리인식도조사 ∙고객불만 해소(월)
∙1부서 1윤리과제
∙청렴마일리지제도
∙(외부) 청렴일기예보제
운영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윤리경영종합평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종합평가는 본사 및 부설기관과 지역
본부와 지사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투명성, 책임성의 3개 분야에 대해 100점
만점(정성평가 30점+정량평가 70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최우
수 부서 1개소, 우수 장려부서 각 2개소, 총 5개소를 선발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지
급하고 있다. 2014년 윤리경영종합평가 전체평균은 86.97점으로 2013년 대비 0.11점이
상승하였으며, 부패방지, 투명성 및 책임성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상승하였다.
윤리경영연구 제15권 제1호(통권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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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윤리경영종합평가 결과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표 3] 윤리경영 종합평가 지표

분야 구분

평가지표
▪청렴활동 1부서 1과제 갖기 추진실적
실천과제
부패 비계량 -- 자율윤리
이해관계자
제도개선
방지
부패방지제도
개선사례
(50)
▪자체청렴도조사
측정결과
계량 ▪부패사례 발생, 징계조치 시①
투명성 계량 ▪검사절차안내 및 이의제기용이성 공한문 발송②
(10)
▪클린신고센터 신고③
▪윤리경영 부서교육④
윤리 참여율
책임성 계량 ▪임직원
▪너바나
퀴즈 참여율
(40)
▪KGS 윤리인식도 측정 참여율
▪청렴 골든벨 수상부서/윤리아이디어 참여⑤
① 부패사례 발생, 징계조치시 감점(최대 10점)
- 해임(4점), 강등(3.5점), 정직(3점), 감봉(2.5점), 견책(2.0점), 경고(1.5점), 민원(1.0점)
- 내부고발로 인한 징계는 감점 없음
② 검사절차안내 및 이의제기용이성 공한문 발송
- 3회 이상(10점), 2회(8점), 1회(6점)
③ 클린신고센터 신고(1점/건)
④ 부서 집합교육-1회당 1점(최대10점)
⑤ KGS청렴골든벨, 윤리아이디어 수상(1위-5점, 2위-4점, 3위-3점)
▣ 각종 공모전 및 이벤트 참여부서(CEO퀴즈, 너바나퀴즈, 인식도 측정)
※참여율=참여인원/현원×가중치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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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마일리지 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청렴마일지리 제도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본
사와 부설기관 및 지역본부와 지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수부서와 우수사원에게 표
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는 제도이다.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포상금액과 표창수여 및
포상대상 등 포상내역을 대폭 확대함으로 부서마일리지 평가방법도 개편하였다. 기존
의 부서마일리지평가방법은 다수가 참여할 때 유리한 방법으로 부서별 개인마일리지
평균으로 산정하였다면 새로운 산정방법은 지표별 개인참여율 평균(가중치 70%)에
개인마일리지 평균(가중치 30%)을 더하는 방법이다. 마일리지 우수자에게는 인사분야
에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성과평가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
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서마일리지 평가결과를 내부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
진 중에 있다.
[표 4] 청렴마일리지 적용 범위

세부항목
청렴교육 이수

내 용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 관련교육(사이버 포함)
부패방지 제도개선(사규, 지침 등) 제안, 윤리경영 종합평가 우수부서, 윤리
부패방지 제도개선 노력 등 반부패 청렴관련 워크숍 참여, 청렴너바나 퀴즈 참여, 청렴관련 칭찬 및 모
범사례(증빙제 출시)
포함), 청탁신고(본인경험 및 타인 행위), 내부 공익(부패
임직원 행동강령 클린신고(자진반납
행위 포함)신고, 직무관련 지인신고
시스템 활용도
홈페이지 청렴게시판 자료등록
비위행위 및 행동강령 관련 징계요구, 업무추진비 및 상품권 구입 사용내역
감점 지표
등록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윤리인식도 조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하
여 전자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6개 분야(인식 태도/리더십/절차 제도/조직문화/윤리적
행동/사회적 책임)의 윤리인식도를조사한 결과 2014년도 윤리인식도 결과는 87.74점
으로 전년 대비 2.3점이 상승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임직원들의 윤리적 공감대
가 항목별로 고르게 상승하였고, 특히 윤리 인식 및 태도,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인식
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성화된 윤리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분야별로는 직원의 윤리규범
(금품, 향응 미제공 등) 준수 정도인 윤리 조직문화 가 89.92점으로 가장 높은 인식
도를 나타냈으며, 이 중 업무관련 금품 향응 편의제공 정도가 90.75점으로 높은 업무
투명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윤리인식 태도 중 조직문화에 대한 응답이 84.78점,
윤리제도 문화 중 부패행위 신고 실효성에 대한 응답이 82.90점으로 가장 낮게 나
윤리경영연구 제15권 제1호(통권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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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조직문화와 관련해서 다소 낮은 수준의 인식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
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가스안전공
사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조직문화 개선 및 신고 실효성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더불
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윤리적 문화조성을 위한 자율실천 프로그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윤리적 문화조성을 위한 자율실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을 개발 및 실행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지식이
아닌 감성을 통해 윤리경영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사적 윤리경영 프로그램
인 ‘Keep! Go! Stop!’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윤리활동을 내실화함으로써 부패요인을 사전
에 차단할 수 있는 선순환적 윤리경영의 시스템을 만들려는 프로그램이다.
1) [Keep! 윤리규정] 윤리경영 인프라 구축

김영란법 제정 추진에 따른 강력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만의 특화된 행동강령 개정으로 윤리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사적 윤
리규범인 임직원행동강령 전문을 34개에서 39개 조문으로 확대 개정함으로써 규정을 강
화하였다. 대가성 없는 알선청탁도 처벌하였으며, 공사 퇴직자에 대한 ʻ전관예우ʼ 등을 금
지하였고, 비신고 대상인 강의수당 수령 시에도 신고 의무화를 하도록 하였으며 내부신고
자 및 협조자에 대한 보상을 명문화하였다. 또한 전담 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적극적인 윤리
경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2) [Go! 윤리활동 확대] ʻ즐기는 윤리, 실천하는 청렴ʼ 활동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창사 40주년을 맞이하여 제2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다(2014.1.27).
선포식 이후에는 윤리경영의 재도약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자발적 윤리 실천서약을 실
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표 5] 윤리활동 내용

구분
윤리 실천서약
국민퀴즈
윤리활동 인지도조사
참여기간 2.3～2.14일(12일간) 7.2～7.14일(13일간)
10～11월
참여인원
1,446명
2,356명
235명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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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윤리활동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이해관계자 및 전 직원 참여 확대를 통하여 윤리
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윤리청렴 페스티벌을 개편하였다. 윤리 청렴 페스티
벌은 집중적으로 윤리 청렴 강조 기간을 설정하여 지식이 아닌 감성을 통해 행동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윤리 청렴 축제의 장을 마련하
여 전사적으로 반부패 청렴활동을 확산하였으며,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윤리경영 조직문화
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딱딱한 윤리를 축제형식으로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들을 추가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즐기며 윤리경
영을 체득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6] ‘KGS 윤리 청렴 페스티벌’ 포스터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윤리 실천서약과 퀴즈 및 페스티벌과 같은 윤리활동뿐만아니라 윤리교육을 위한 6개 과
정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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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윤리교육 프로그램

교육명
내 용
생애주기별 교육
신입직원, 4 3급 승진자
공직자를 위한 新목민심서 공직자 청렴덕목 수학
청렴정책전문가 과정
청렴정책수립방법 등
세상을 바꾸는힘 공익신고 공익신고의 개념이해
임원과 함께하는 윤리퀴즈 임원 동영상 퀴즈 제작
너바나 퀴즈
임직원행동강령, 윤리규정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교육 인원
비고
2013년 2014년
133명 193명
연중
28명 1,042명 온라인 전환(9월)
3명 50명 연중(3～11월)
- 1,017명
1회(10월)
1,097명 3,462명 6회(5～6월)
931명 1,139명
10월

3) [Stop! 부패사전차단] 사전 예방적 윤리경영활동 추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청렴도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고객 불만요인을 사전 모니터링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법정검사 종료 후에 이메일로 고객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 등 부패발생 요인 사전 알림 서비스인 ʻ청렴일기 예보제ʼ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전 예
방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우수사례를 대내외로 전파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경영학술대회나 윤경SM포럼, 권익위 브리프스 및 지속경영팩트북에 윤
리실천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거나 매스컴과 SNS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대외적인 홍
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전 직원에게 CEO 가족서신을 발송하거나 윤리리더 담당자 워
크숍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는 등 대내적인 홍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반부패 윤리 청렴 신고제도를 운영하여 각종 부패행위 발생을 저지
하고 투명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데 제도의 내용과 대
상은 [표 7]과 같다.
[표 7]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반 부패 윤리 청렴 신고제도

구분

목적
신고대상
부패행위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금품, 향
KGS 각종
및 내외부 공 응수수, 인사비리 및 예산 부적정 사용
레드휘슬 신고
익신고
등 공사 내 모든 부패행위 신고 가능)
관련하여 임직원이금품, 향응 등
부도덕한행위를 강 ∙업무와
을
수수하는
경우
내부 요 또는 제의받거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 얻거나 공
공익신고 나 부패행위를 알 사에 재산 등의 손실을
경우
게 된 경우 신고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하는끼친
알선 및 청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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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특징
내부 외부기관 운영,
임직원 신고자 신분보장
및 (해외에서 서버운영,
외부인 IP 추적불가)

내부 신고자 신분보장
임직원 내용에 따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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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클린신고
청탁신고
행동강령
상담신고

목적
직무와 관련하여본
의 아니게 금품 등
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
청탁을 받은 임직
원이 청탁 내용을
등록하여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
직무 또는 윤리관
련 딜레마 발생시
문의및상담

신고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았으나 돌
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금
품 등을 받은 경우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이나 의사
표시 등

∙각종 청렴관련 딜레마 상담
∙각종 직무관련 행동방향 상담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신고자

특징

내부 신고금액에 따라
임직원 차등 보(포)상
내부
임직원 신고자 신분보장
행동강령 책임관이
내부 상담,
임직원 누구나
임직원
이용가능

[표 8] 윤리경영 추진 성과

∙지속가능경영실태조사(KoBEX SM) 7년 연속 최고등급(AAA) 획득
Keep!
(윤리규정) ∙직원 윤리인식도 2.3점 상승 (’13년 85.44점 ➞ ’14년 87.74점)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조사 내부청렴도 0.32점 상승
Go!
(’13년 8.28점 ➞ ’14년 8.60점)
(윤리활동) ∙윤리경영
종합평가 0.11점 상승 (’13년 86.86점 ➞ ’14년 86.97점)
Stop!
∙권익위 부패방지시책평가 2년 연속 2등급 획득
(부패사전차단) ∙클린신고(자진반납) 2건 증가(’13년 8건 ➞ ’14년 10건)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3) 투명경영 활동 및 성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중장기 감사전략을 설정하여 감사 업무 선진화 및 전문화를 통한
내부감사 품질 강화뿐만 아니라 감사 윤리성 강화를 통한 청렴윤리 문화정착에 노력한다.
또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으
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투명경영의 일환인 감사는 ‘감사서비스를 통한 KGS 가치를 높인다’는 비전아래 감사역
량 고도화, 경영컨설팅 강화, 청렴윤리 문화정착이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중장기적으
로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감사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감사 업무의 선진화와 전문성을 강화
하고 청렴 윤리 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경영상황 모니터링이나 신고 및 민원으로 위험요소를 인지하면 사고
의 유형이나 수위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사안에 따른 후
속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기관 혹은 이사회에 보고하는 프로세스이다. 경영위험 예방을 위
윤리경영연구 제15권 제1호(통권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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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시 모니터링 담당제뿐만 아니라 일상감사와 문서 모니터링까지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하며 감사 시 공통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
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안전 향상 및 검사부실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형 기획 감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예방 감사활동 또한 강화하였다.
[그림 7]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진단결과 개선과제 도출

위험구분

점검방법

직무
위험

일상 감사
내부통제제도
점검

윤리적
위험

청렴수준 진단
부패유발요인
모니터링

점검활동
경영정책 454건 일상감사
실시로 114건 개선의견 제시
본사 및 부설기관, 지역본
부(지사) 내부 통제제도 점검

개선과제 도출
검사 연구 장비 구입, 각종
제도 개선 사항 등
감사자문위원회 등 운영, 실
지감사 운영체계 개선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위
험요소 진단
내부부패 방지를 위한 위험
요소 진단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업무추진비 대국민 공개, 법
인카드 사용 모니터링 등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가스안전공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한다.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분야별 거
래업체의 니즈를 분석하며 계약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다. 내부 담당자의 모니터링으로 구
매계약 업무관련 실무자의 건의사항을 발굴하기도 한다. 또한 주거래 업체와 간담회 자리
를 마련하여 타 기관 사례 연구를 통해 공정한 계약제도 구축을 위한 의견 교환뿐만 아니
라 관행적, 권위적 계약문화 및 제도 개선분야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내실 있는 내부 견제 활동으로 조직건전성 제고를 높이고자 하였다.
내부 견제 활동으로는 감사를 2014년도에 총 44회 실시함으로써 전년도인 2013년 27회에
비해 63% 증가하였으며, 제도 개선 건수 역시 전년도 대비 29% 증가하였다. 반면 방만경
영 정상화 조기이행으로 인한 부채비율은 감축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권익위의 내부청렴도
는 2014년도 8.60점으로 전년도 대비 0.32점 상승하였으며, 부패방지시책평가는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다. 금품 향응 수수에 따른 징계도 2년 연속 zero로 나타났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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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활동 강화 및 성과

구분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
추진
정부경영지침
준수활동 강화
일상감사
내실화

활동 및 실적
∙방만경영 정상화 자체과제 발굴 및 개선
∙기재부 방만경영 점검리스트 기준 부합
∙경영건전성 제고 위한 부채감축 노력
∙정부경영지침 및 기관 고유특성을 반영한 체크리
스트 마련, 점검
∙부서자율점검 ➞운영실태 감사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항목추가로 의견 제시 품질
제고
∙일상감사 제시의견 통보 시스템 개선 ➞ 실행력
제고

성과
∙방만경영과제 조기 완수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
∙부채 감축(89.4%➞9.2%)
∙정부경영지침 100% 준수
∙방만경영 요인 사전 차단

∙의견제시율 대폭 상승
(’13년 23.8%➞’4년 30.0%)
∙제시 의견 수용도 100%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4) 지배구조 정책 및 성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효과적인 운영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활발하
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만경영 근절 및 비상임이사 전문성 강화라는 이사회 운영
목표를 가지고 이사회 활성화 및 실질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임이사의 경영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비상임이사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효과적인 경영견제 기능으로도 작용한다. 이
사회 운영체계 개선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위원회 운영: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5
명)를 구성하여 매달 정기적인 이사회를 운영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
의 운영은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활용을 강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e-Board 시스템: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사 홈페이지 내에
이사회 전용 시스템인 e-Board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있다. e-Board 시스템은 비
상임이사들의 실시간 소통 공간으로 경영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론장
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이사회 안건이나 주요일정 및 주요 경영현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임 이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월별 안건 Map확립: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와 더불어 연간 안건 제시로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특정 회차에 안건이 편중되는 것을 해소하
기 위해 예측 가능한 월별 이사회 안건Map을 확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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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는 비상임이사들에게 자료요구권과 이사회 소집권, 심의 의결권을 보장
해줌으로써 권한을 강화하여 주었고, 각종 경영정보 제공과 활동을 지원해주었다. 또한 경
영적 제언을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각종 평가위원 참여 등 멘토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5) 사회공헌 활동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행복 나누기, 안전 더하기’라는 슬로건으로 사회공헌 선도를 통한
가스안전 국민행복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위한 나눔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보유역량 활용재능기부, 지역사회
기반의 상생활동, 서민생활 안정지원활동 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체계적인 사회공
헌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장(사장) 및 전담부서로 이루어진 전담조직을 두었으며, 본
사 KGS 행복 나눔 봉사단과 교육원 및 28개의 지역별 봉사팀의 봉사조직을 두었다. 또한
행정관청, 사회복지단체, 유관기관, 가스업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공헌 활동의 연계 및 확산
을 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간부 개인성과평가평가지표에 봉사활동 참여율 지표 반영
하는 등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직원 참여율을 제고하여 사회공헌 문화 확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회공헌 활동은 가스안전관리 역량을 활용
한 재능기부, 재해취약계층 가스안전 확보,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가스안전관리

기술 + 교육

역량을 활용한 재능기부 확대

∙국가적 재난지역 복구지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가적 재난지역에 기술역량을 활용
하여 복구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고 시에 가스시설 특별 점검반
이 상주하였으며 진도 어민 돕기 농수산물 장터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강원도에
폭설이 내려 눈에 파묻혀 생활이 불편한 강릉지역 아파트를 점검하고 폭설피해 가스
시설을 복구하였으며 강원도청에 성금을 전달하였다.
∙농촌 고령자 안심 프로젝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농촌지역 고령자 안심 프로젝트인
ʻ농촌 가스안전마을ʼ 확대 운영하였다. 기존 사고발생 인근 지역 또는 고령자 가구 비
율이 높은 17개 마을을 지정하여 가스 점검 및 노후 가스시설을 개선해 줌으로 상대
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가스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사고예
방 홍보판 설치뿐만 아니라 ‘가스안전쉼터’라는 이름의 정자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공동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활근로자 지원: ʻ행복지킴이 가스안전점검반ʼ을 운영하여 자활근로자가 일정 교육을
수료하도록 지원한 후, 非 법정대상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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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새로운 근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가스안전점검방은 한국가스안전공
사와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무료 자격교육을 통한 자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
적이다.
[그림 8] 행복지킴이 가스안전점검반

사전협의(’13년)
채용(1월)
교육(2월)
시설점검(2～10월 급여지급(매월)
∙(청원군)
기초
∙(공사 청원군) ➡ 수급자와 차상 ➡ ∙(공사) 무료가 ➡ ∙(공사) 점검반 ➡ ∙(청원군) 자활
가스안전점검반 위 계층 중 3 스 안전교육 및 총괄 운영
근로자 급여지
운영 협의
자격취득
지원
급(16백만원)
명 선정
공 사
무료교육을 통한 사회공헌 및
非법정대상 가스사용 시설 안전 확보

CSV
(공유가
치창출)

자활근로자
자격취득을 통한 근로활동 및 수입창출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표 10] 교육역량을 활용한 무료교육 및 가스안전체험 문화 활동

대 상

주요내용
∙체험시설이 부족한 경남 창원시 등 10개 지역, ‘찾아가는 가스안전체험 교실’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자녀 가스안전교육 4,027명
유아 및 초등생 ∙전국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초청 ʻ안전 어울림 한마당ʼ 행사 개최(KT 연계)
∙음성 지역 유치원 본사 초청 가스안전 견학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다문화지원센터 및 지자체 연계 외국인 가스안전교육
소외계층 ∙무료자격교육및 가스업계 일자리 지원
영세사업자 ∙LPG차량 운전 영세사업자(택시 및 1톤화물)에게 운전자 교육비면제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생활관리사 대상 무료교육: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안전에 취약한 가구
가 급증하였다.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독거노인 가정을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생
활관리사에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독거노인가구의 안전문화를 확보하고자 하
였다.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가구 방문 시에 말벗 주제로 ʻ가스안전 생활수칙ʼ을 활용
하여 가스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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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취약계층 가스안전 확보

∙가스시설 개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독거
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시설에
노후된 가스시설 교체와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가스누출, 지진발생, 공급압력 저하 등
가스사용 이상시에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 기능을 보유한 가스계량
기를 시범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해취약 계층이 안전한 가스 사용을 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하였다.
∙타이머콕 무료보급: 2008년부터 타이머콕 보급으로 고령자 가스사고는 꾸준히 감소하
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과열화재 예방을 위한 타이머
콕 보급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35,000 가구에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 및 도서지역의 가스안전마을 확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안전인프라가 열악한 농
촌마을과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촌
및 도서지역에 가스안전마을을 확대하였다. 농촌마을에 가스안전 개선활동을 실시하
고 체험형 가스안전 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시설에 안전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한다.
[표 11] 사회적 약자 시설에 안전서비스 제공

구분
안심마을
(안전처 협업)
가스안전
마을(공사 자체)
체험형
가스안전
예방활동

추진실적
∙안전처와 협업을 통한 전국 10개지역 ʻ안심마을ʼ 가스안전 개선활동 추진
- LP가스 금속배관 교체, 가스레인지 교체, 타이머콕 설치
∙가스안전마을 확대로 재난취약지역 가스안전관리강화
- LP가스 금속배관 교체, 가스레인지 교체, 타이머콕 설치
∙김천 등 전국 10개 순회 ʻ찾아가는 가스안전 체험교실ʼ 참여
∙국제소방박람회, 안전 대진단 대구캠페인 행사장내 체험부스 운영
∙안실련 가스생활안전지도사, 가스안전전문가 양성 및 안전교육 실시
- 과천 어린이 안전주간 잔치, 경기도 안전문화, 행복을 부르는 어린이 안전 체험
학교 등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3)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 강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이라는 공사의 핵심역량에 기반을 둔 사회공헌활동뿐만 아
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비관련 활동에서의
CSR 활동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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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너나들이 어린이 축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본사의 충북 이전을 계기로 공공기
관 최초로 어린이 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축제에는 충북 음성의 장애, 비장애, 다문화
가정 아동 및 학부모를 초청하여 운동회 및 레크리에이션을 실시하고, 체험 부스를
설치하여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사이버 복지매장에 지역사회 농산물 판매: 약 700여 공공 및 민간기업들이이용하는
사이버 복지매장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름으로 지역사회 농산물을 등록하여 홍보 및
판매를 하였다. 사이버복지매장에 1사1촌 농산물을 등록하고 복지포인트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농상생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농가는 농
산물 판매 및 수입증대를 할 수 있었고, 직원들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소외계층과의 상생활동: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업
계와 함께 하는 ʻ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Warming Up,
Korea!’ 캠패인을 실시하였다. 동절기 기간 동안 매주 1회씩 귀뚜라미그룹과 연합하
여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방문봉사활동을 하였으며, 장애노인들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여 재활을 도모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8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
고 있다. 또한 ‘사랑의 좀도리’라는 이름으로 중부발전과 더불어 발전소 주변지역 취
약계층에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개선 및 설비교체를 해주었으며, 보건소에서 건강검
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밖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촌 오지마
을에 노후 LP 가스시설 조정기나 호스, 전기시설, 보일러 등을 점검하여 수리 및 교
체를 함으로써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여 임직원들에게 참여기회를 마련함
으로써 자발적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개인단위로는동절기에 소외계층에게 보낼 의
류를 기증하였고, 소장 도서를 나눌 수 있는 도서 기증 활동으로 모은 도서를 대한 나눔
복지회에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한다. 기업단위로는1사 1촌 농산물구입, 명절 장보기 운동
등을 실행 중이다.
이외에 공사수준에서 대국민 사회공헌 활동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참여형 환류
계획을 수립하였다.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주요 사회공헌활동 11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를 공모하였다.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
된 우수 아이디어인 메세나 활동, 해외봉사, 노인 돌보미 사업 등은 2015년 사업계획에 반
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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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활동

대상
지역주민
복지시설
소외계층 지원
지역업계

내 용
∙(가스안전마을 지정) 맹동면 쌍정2리 마을 지정 및 농촌봉사활동
- 독거노인 10가구 등 가스레인지 교체 및 농촌일손돕기 봉사, 수박 구입
∙(전통시장 MOU) 금왕읍 무극시장과 MOU 체결 및 장보기 행사 추진
∙(청보리지역아동센터) 설 명절 어린이선물 및 전달
∙(새생명장애인의집) 김장 담그기(200포기) 봉사 및 LED등 교체
∙(음성향애원) 아동선물, 생필품, PC 등 기증 및 노후 PC 정비
∙독거 노인에게 시기별 지원사업 시행
- 어버이날 카네이션, 여름철 선풍기, 추석 쌀, 겨울철 연탄 등 지원
∙지역 산학연 기술교류로 9개 기업과 공동연구 추진
∙(사이버 농산물 직거래) 이지웰 복지매장과 연계, 음성 쌀 판매
∙(ʻ닭소비 촉진의 달ʼ 운영) AI 발생에 따른 지역 양계업계 지원
- 매주 2회 이상 구내식당 점심메뉴에 닭 요리 식단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표 13] 사회공헌활동 추진성과

구분
대내확산

주요 추진 성과
∙전년대비 직원 참여 확대(재원118.7%, 참여율 106.2%, 참여건수 108.9%)
∙세월호, 강원도폭설 등 국가적 재난지역 신속지원으로 안전확보 및 고통분담
핵심역량을 ∙농촌 가스안전마을 지정 운영으로 농촌 고령자 가정 가스안전 확보
활용한 ∙자활근로자를 활용한 행복지킴이 가스안전점검반 운영으로 자활근로자 생활안정 및
사회공헌
법정검사 미대상 LP가스시설 안전확보(국민 인식도 조사 1위)
∙생활관리사를 독거노인 가구의 가스안전돌보미로 활용하여 가스사고 예방
∙본사 이전지역에서의 KGS너나들이 축제 개최, 전통시장 MOU, 가스안전마을 지정 등
본사 이전지역 집중봉사활동으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부응및 공사와 지역주민과의 친밀도 향상
상생 활동 ∙다수기업이 이용하는 사이버 복지관에 1사1촌 농산물 홍보로 도농상생모델 개발 (공
사 및 700여개 기업 임직원과 농촌의 상생모델)
∙농촌사랑대상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대외포상 ∙안심마을 시범사업 유공 안전처장관 표창 수상
∙독거노인 사회공헌활동 수기부문 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출처: 윤리경영 추진현황(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자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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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윤리경영 활동의 평가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CEO의 강력한 리더십에서 시작되지만, 윤리경영의 전파와
확대에 있어서는 전 직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한국가스안전공
사의 윤리경영 활동을 근거로 하여 Reidenbach and Robin(1991)의 윤리적 발달 단계를 한
국가스안전공사 사례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윤리경영의 도입 전: 무도덕 단계, 준법단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건물 건축 시 가스시설의 안전여부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많은
업체들로부터 그 승인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로비에 노출되기 쉬웠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가 윤리경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 일부 직원들은 기업의 윤리적 발달 단계 중 1단계
혹은 2단계에 머무르며, 자신과 기업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 가스안전 승인을 앞당겨주
는 조건으로 로비를 제공받거나 혹은 일부러 승인을 늦추는 등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괜찮
을 것이라는 생각하며 합리화하였는데, 이는 Reidenbach and Robin(1991)의 윤리적 발달
단계 중 1단계인 ‘무도덕 단계’에 해당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처한 환경은 이렇듯 무도덕 단계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었기에 이
당시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부정을 방지하는 단계인 ‘준법단계’에 상당 부분 치중
하고 있었다. 불법적인 로비를 제공받거나 고의성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법률적인 부분
을 고려하여 법규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적발 및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법규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여 그 이상의 CSR 활동은 고려되지 않았다.
2. 윤리경영 도입기: 대응단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과 사회적 자성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여
2003년 윤리경영을 도입하였고 그 결과 Reidenbach and Robin(1991)의 윤리적 발달 단계
중 3단계인 ‘대응단계’에 진입하였다. 이 시기 초반의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단순히 공공기관
으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하여 윤리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써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
작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회적으로도 CSR에 대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
이기도 한다.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압력을 받는다거나 혹은 잠재적인 손해가 발
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사회적인 요구에 반응한 것이다. 이렇듯 한국가스안전공사
는 초기 대응단계로 진입하여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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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머무르지 않고 초기 대응단계에서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
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익적 경영단계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최고경영층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CSR활
동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함에 따라 윤리경영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3. 윤리경영 성숙기: 윤리관 태동단계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윤리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윤리경영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조직 전반
적으로 윤리 수단을 확산하기 위하여 2003년 윤리경영 행동지침을 제정하였고, 직원들에게
윤리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어 2004년에는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하였
으며, 2006년에는 임직원 행동강령과 윤리경영실천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UN의 Global Compact 가입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보여주기 식의 CSR 활
동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동반 상생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활동의 결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8년 산업부에서 실시하는 지속가능경영실태조
사(KoBEX SM)에서 AAA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7년 연속AAA 등급을 얻게 되었다. 또
한 국민권익위가 선정하는 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윤리경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CSR 수준은 윤리경영의 성숙기라고 할 수 있는 4단계 ‘윤리
관 태동단계’이다. 윤리관 태동단계에서는 조직의 문화를 윤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분명한 노력이 있는 단계로 기업과 사회간의 사회적 합의의 인식을 포함
한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도 단순히 윤리강령 선포에 머무는 수준의 윤리 경영이 아닌
CSR이 조직문화로 흡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다양한 윤리활동 참여 프
로그램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단순한 실천 수준의 CSR이 아닌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경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업 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들을 실시함으로 낙후된 지역과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있다.
4단계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조직 도처에 ‘윤리 수단’이 확산된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역시 전 직원들에게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
법을 고안하고 있으며, 행동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윤리 프로그램 담당자를 두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조직 상위층에서만 필요
성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단 직원들도 CSR에 관한 의식이 강조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로 변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4단계의 분명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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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가 4단계 윤리관 태동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경영자인
전 현직 CEO들의 의지표명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를테면 기존의 감사위주의 대응단계의
윤리경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CSR이 조직문화로 자리잡
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창사
40주년을 맞이하여 제2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CEO의 강력한 실
천 의지를 보이며, 전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4.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향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현재의 상태에서 최종 5단계인 윤리 선진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공공
기관의 윤리경영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윤리경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추진전략을 세분화하며, 조직의 미
션과 핵심가치를 윤리경영과 연결시키는 등 다양한 윤리경영 제도들을 개발 및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관리자 층을 중심으로 CSR 활동들이 디자인되고 관리되고 있는
만큼 아직 CSR이 전 구성원의 의식에 흡수되어 조직문화로 정착되는 과정이나 전문적인
체계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윤리경영 5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CEO의 CSR 실천의지와 제도적
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이 CSR에 대한 의지가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윤리적 행동
에 강한 경영 의지를 나타내며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지만 이에 대한 경
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5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
인 시스템을 토대로 CSR이 전반적인 조직문화로 정착되어 전 종업원들에게 자연스레 윤
리의식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즉 기업 전반에 걸쳐 윤리경영이 모든 종업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기업 내부적 발전과정 없이 단순 도입되어 실시되
는 CSR은 잘못하면 파편적이고 전시적인 의미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양하면서
윤리경영을 내실화하고 조직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 활동인Keep! Go! Stop!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화하여
종업원들이 즐기면서 CSR에 대해서 배우고 체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투명경영에 기반한 감사제도의 정비와 지배구조 개선으
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다양한 윤리경영 프로그램들 개발에 집중하여
CSR을 조직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을 해왔다. 앞으로는 윤리경영 제도
들의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여러 사례들 중 성공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를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확산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4단계인 윤리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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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계와 5단계 윤리선진 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조직 구성원들이 윤리적인 행동을 얼마
나 자연스레 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4단계에서는 윤리적 행동을 가이드하는 메커
니즘에 의존한다면, 5단계에서는 조직문화에서 윤리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공감대가 형
성되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은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한 메커니즘의 정립이 아닌 조직 구성원
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로서의 확산이 중요하다.
또한 5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의 종업원들은 비윤리적 행동을 멀리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보상시스템과 제재시스템으로 올바른 결정을 지향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지양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
스템이 구축된다면 종업원들에게 효과적인 동기부여와 제재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많은 협업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사업을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CSR 가치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공동성장이라는 동반상생의 개념의
커뮤니티 지향적 CSR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그
동안은 단순히 낙후된 지역과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었던 것에 머물렀다면 지금부터는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발굴하고 그들과 상생하는 문화를 체계화해 나가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Ⅴ

. 요약 및 논의

국내 기업들의 CSR 수준은 CSR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윤리경영제도를 도입하
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CSR 활동이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
고 있다. 사회공헌비용의 총 지출 규모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전경련 사회공헌백서,
2014) 있는 반면 의식수준이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다. 국제투명
성기구(TI)의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43위로 OECD 가입국들 중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CSR 관련 규제시스템을구축하고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국제규
범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자율적인 CSR 이행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CSR 수준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만큼 민
간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도적인 공공기관 윤
리경영사례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실천을 Reidenbach and Robin(1991)의 윤리
적 발달단계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CSR 활동은 향후 국내 공공기관
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수준 향상과 CSR에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수행의 필요성을 느끼며
2003년 윤리경영을 도입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10여년 간을 거쳐오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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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 감사위주의 윤리경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
양한 CSR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실행하고 있다. 즉 CSR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의 수준은 4단계인 윤리관 태동단계에 해당된다. 조직의
미션과 핵심가치를 CSR과 연결시키고자 다양한 제도들을 개발 및 시행함으로써 CSR 분
위기가 조직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조직문화에 윤리적 가
치가 통합되어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것이 옳은 행동인지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CSR이 전반적인 조직문화
로 자리잡아 윤리경영의 핵심가치가 전 종업원들의 개별적 행동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단계인 5단계 윤리 선진 단계가 가장 이상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 5단계에 안정
적으로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 하지만 5단계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도 전반적인 조직문화로 CSR이 확산되어 전 종업원들에게 자
연스레 윤리의식으로 자리잡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윤리경영이 한 단
계 더 선진화된 5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반에 걸쳐 윤리경영이 조직문화로 자
리잡도록 확대 전파되어야 하며, 경영의 최우선 기준을 윤리적 가치 위에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지금까지 투명경영을 강조한 감사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체계적인 보상 및 제재 시스템의 구축으로 전문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윤리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동안 다양하고 효과적인 윤리관련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제도화
에 힘썼다면 향후에는 제도들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성공사례들을 발굴하여 질적
으로 한 단계 높은 윤리경영의 단계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기업들의 CSR 수준은 CSR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윤리
경영제도를 도입하는 정도로, 윤리적 발달단계 수준 3,4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질적인 발전보다는 양적인 부분에 치우쳐진 상태이다. 윤리경영의 성숙기라고 할
수 있는 4단계 윤리관 태동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이 기업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윤리경영의 의지 표명과 구체화 할 수 있는
비전선포 및 중 단기 전략을 설정하여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CSR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선진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도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 각 기업에 맞는 CSR 활동을 제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
도라 할지라도 기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 기업
의 상황과 CSR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문화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간다면 조직문
화에서 윤리적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구성원들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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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전반적인 조직문화로 자리잡은 CSR이 전 종업
원들에게 자연스레 실행되는 단계인 가장 이상적인 윤리 선진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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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Developmental Stages of Public Organization:
Case of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Donghoon Yang, Eunjung Ko

In the globalization of the 21st century, it increased the voice of social needs related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CSR is the topic as gradually broad agenda, which is
the need to be processed in all of the organization. However, Korean companies’ activities
regarding CSR are limited to major companies. In the case of public organizations, for
public welfare enhancement or suppression oligopoly, it can be obtained social responsibility
higher level than the private sector.

ut, CSR level of domestic public organizations is still

B

insufficient level.
his case study, by using the ethical developmental stage of Reidenbach and

T

Robin(1991), analyzed the CSR level of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he result of

T

the case analysis is summarized as follows.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is a public
organization in the leading position of ethical management and CSR level is 4 stage
merging ethical”.

“E

or to enter 5 stage

F

thical”,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is

“E

planning settlemen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CSR and envisions a program for the
effective experience of organizational members.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which the business in cooperation with a number of collaboration
institutions and local communities, has to seek a community-oriented CSR.

Key words: CSR Developmental Stages, Public Organization, Ethical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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