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에 대비하여 직원행동강령을
구체화하고 중앙은행의 특성을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부
패방지시책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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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1. 허위정보 공개 직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정보공개 담당 직원 등의 관련 규정 준수의무를 명확히 하고, 허위 정보 공개
및 부당한 정보공개 불복절차 지연을 금지(제21조제2항 신설)
□ 금품 등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이 확정된 직원 등에 대한 외부
위탁교육 명령 근거를 마련(제37조제4항 신설)

2. 건전하고 청렴한 복무자세 강화
□ 국외출장 시 성실하고 청렴한 업무태도 유지의무 명시(제25조 신설)
□ 내부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음란‧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사이트 등 접속 금지
(제30조 신설)

3. 성희롱 금지
□ 고용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제29조 신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
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
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4.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 등 신설
□ 물가안정·금융안정을 위한 책무 및 지속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제31조 신설)
□ 안전에 관한 관련 법령 등 준수(제32조 신설)

5. 기타
□ 자구 수정 및 조문 신설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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