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신고 / 상담센터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공단소개  윤리경영  사이버신고 / 상담센터

사이버신고센터 안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02-3270-9030

윤리경영 

상담전화

국민건강보험은 

건강한 국민,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민모두가 낮은 부담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혜택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보험재정을 보다 튼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이 만족하는 고객만족경영으로 

고객의 편에서 고객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국민이 인정하는 강력한 경영 혁신으로 

변화하는 미래와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칭찬하는 국제 협력관계 강화로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민모두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상생과 

긍정의 힘이 가득한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 판단

국내보건의료분야 
시너지효과

소통·공감으로
협력·상생의 
조직문화 구축

방만경영 척결,
조직문화 강화

재정 건전성 
제고

신고대상

www.nhis.or.kr



고객
감동

투명
경영

CEO강력한 
실천의지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윤리경영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

성과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함양

실천프로그램
정비

실천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및 평가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공적 윤리경영

청렴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반부패 추진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을 실시하여 

부패방지와 윤리경영 실천에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nhis.or.kr)에 보험료 수입·지출, 

임원 보수 및 업무추진비, 사업실적, 이사회 회의록 등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 원칙 제시 및 청렴계약제를 실시하고 계약사업  

사전예고 및 계약체결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약실명제를 통해 입찰 공고시 계약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윤리경영 실천으로

투명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외국인 등 검진취약 계층에게 

다양한 검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 도우미 운영

 ·점자 검진표 발송 및 Voiceye 서비스

 ·이동검진 서비스 실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려운 분들께 희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건강보험ZONE(작은 도서관) 개설·운영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영양상담 및 금연 교실 운영

 ·저소득층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활동 (진료비 지원, 집수리 봉사)

 ·자매결연세대 지원 및 농촌사랑 실천을 위한 1사1촌 자매결연마을 지원

국민건강보험 ◯◯지사에서 있었던 금품반환 사례입니다

지난번 

상담도 그렇고...

고마워서~

음료수 좀 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만,

어떠한 사례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냥 놓고 

         갑니다~ 아! 고객님~

연락도 안되고...
어떡하지~

장기요양시설

기증~고맙습니다

같이 나누어

드세요

아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사례도 받지 않습니다.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시스템(특허 제10-0990649호)을 개발하였으며

공단이 보유하는 국민의 자산정보,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은 

철저히 소중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투명한 경영으로 

대한민국 윤리경영에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