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139.7%

세부사업명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강화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13%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완 료 111%

1. 목적

  ❍ 반부패 척결을 넘어 구성원 자율적 참여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개방형 청렴정책 추진으로 광주교육 청렴 

2. 주요내용

  ❍ 3공(공감, 공유, 공개) 청렴정책 시행

  ❍ 청렴업무 전담팀 신설및 정원 증원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

  ❍ 청렴게시판(익명신고시스템) 운영으로 자율개선기능 강화

  ❍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강화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확대

  ❍ 공익제보자 보호 실효성 강화

  ❍ 갑질근절 신고․지원센터 운영 

  ❍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 근절 기본계획 수립·시행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최종
목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강화 2건 2건 2건 4건 2건 6건 2건 8건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90% 100% 90% 100% 90% 100% 90% 100%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말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

21년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달성율 세부사업별 추진율

청렴시민감사관의 제도개선 
및 감사요청 이행 이행 실적 3건 9건 150%

130.5%

113%

112%

완 료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율

(교육이수자수/전
체고위공직자수)×

100
100% 100% 111% 111%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3공(공감, 공유, 공개) 청렴정책 시행 

    -【공감청렴】일방적 지시문화 근절을 위한‘구성원 합의문화 정착’ 

       

구분 2018 2019 2020 2021
청렴정책추진단 2회 3회 1회 -

청렴실무추진협의회 1회 2회 1회 1회

    ㆍ부패취약분야 청렴컨설팅(학교급식,방과후학교,현장체험학습,물품계약) 실시(’19년: 4회)

    -【공유청렴】업무관련 외부관계자 1:1 사후만족도 콜 제도 시행

    ㆍ 부패취약분야(공사) 청렴모니터링 실시(2019년: 2회)

    ㆍ 부패취약분야 청렴클린콜 만족도 조사 실시

       

연도 2019 2020 2021

조사 2회 1회 1회  

    -【공개청렴】예산, 업무기준 및 절차 등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ㆍ시교육청 및 각 기관(학교) 홈페이지: 예결산서 공개

    ㆍ시교육청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상품권 구매, 자체 감사결과 공개

    ㆍ각 기관(학교) 홈페이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수익자 부담경비 사용내역 공개

    - 업무처리 기준 절차 수용성 강화

    ㆍ「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정(’18.3.22.)
    ㆍ계약 체결 이행 단계별 매뉴얼 안내(’18.8.28.) 
   ❍ 청렴업무 전담팀 신설: (’18.3월)감사1팀→ 청렴총괄팀, (’18.7월) 청렴업무 증원(6명⟶7명)

   ❍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강화

    - 청렴시민감사관 정수 확대(7명à 20명, ’18.9.13. 규칙변경)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확대(7명→20명) (’18.11.1.)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21,900 55,880 58,880 58,880 195,540
계 21,900 55,880 58,880 58,880 195,540

예산확
보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47,420 91,716 72,496 61,516 273,148
계 47,420 91,716 72,496 61,516 273,148

확보비율(B/A) 216.5% 164.1% 123.1% 104.5% 139.7%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자  체 43,707 88,620 68,270 47,497 248,094
계 43,707 88,620 68,270 47,497 248,094

집행비율(C/B) 92.2% 96.6.% 94.2% 77.2% 90.8%



    - ’19년~’21년 청렴시민감사관 워크숍 실시: ’19.4월, ’20.7월(비대면 영상), ’21.5월(비대면 영상) 

    - 제1회 빛가람청렴실천 네트워크 청렴시민감사관 통합 워크숍 실시(’19.6.27.)
    - ’21년 청렴슬로건 공모전 및 산하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심사 참여(’21.7월, ’21.12월)

  ❍ 청렴클러스터 활동 전개: 빛가람 청렴문화제 개최

       

구분 2018 2019 2020 2021

개최 1회 1회 1회(비대면) 1회(비대면)

  ❍ 전직원 청렴교육 강화: 청렴문화연수 실시 ’18.10월, ’19.9월, ’21.10월

  ❍ 산하기관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평가 실시

       

구분 2018 2019 2020 2021

기관수 337개 334개 13개 13개

대 상 지원청, 직속, 공·사립 초·중·고, 공립단설유 (제외) 유·초·중·고 지원청(2),직속(11)

  ❍ 청렴유공자 인센티브 강화: 청렴유공자 포상 실시(’19.2월, ’20.4월, ’21.4월)

  ❍ 청렴홍보활동 강화

    - 청렴소식지 제작 및 배포

       

구분 2018 2019 2020 2021
청렴소식지 제작 배포 2회 10회 10회 4회

광주교육소식지 청렴코너 운영 4회 8회 4회 4회 
청렴
홍보
물품
제작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회 1회 -
청렴 달력 1회 1회 1회 1회

청렴 리플릿 1회 1회 -
청렴 가이드 1회 - - -

      - 2019년 청렴콘텐츠(포스터,슬로건) 공모전 개최 (’19.4.30.)
      - 2021년 청렴슬로건 공모전 개최 (’21.6.14.), 우수작 수상(’21.8월)

 ❍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 근절 기본계획 수립·시행(’21.7월)

5. 우수 사례

  ❍ 청렴게시판(익명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익신고 활성화

    - 외부위탁을 통한 IP추적방지와 익명성 보장 등 보안조치 강화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을 강화하고 일반시민 및 내부직원 누구나 홈페이지 배너 신고, 스마트폰 앱 및 

QR코드 신고로 신고 편의성을 제공하여 내․외부 신고 활성화 유도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대상자 확대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

구 분 2018 2019 2020 2021

회의개최 4회 4회 2회 4회
제도개선 1건 2건 1건 3건
감사요청 1건 - 1건 -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 3회 1회 6회



    - (2018년) 4급(상당)이상 공직자 및 공립학교장(296명)

    - (2019년) 5급(상당)이상 공직자 및 공립학교장(415명) 

    - (2020년) 5급(상당)이상 공직자(138명) 

    - (2021년) 5급(상당)이상 공직자 및 공․사립학교장(497명) 

  ❍ 청렴 시민감사관 정수 확대로 외부감시 기능 강화: 위원 정수 확대 7명 ⇒ 20명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등 행동강령」개정으로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에 기여 

    -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교육공무직원으로 적용대상 확대

  ❍ 청렴소식지 발행․게시로 청렴문화 조성

    - 감사사례 및 청탁금지법 등 법령해석 사례, 청렴소식 전달(분기별 1회)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5 11 4 3 12 1

21년 4 9 2

<’21년 참여 실적>

  ❍ 교육감 및 고위공직자‘청렴꽃 피우기 행사’(1회) 및 보도

  ❍ 광주광역시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 실무자 회의 참석(2회), 정기회 참석(1회), 청렴캠페인 참여(1회) 

     ※ 25기관(광주시, 반부패운동본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연합회 등 공공부문 14기관, 민간부문 11기관)
  ❍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 활동

    -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 회의 참석(4회) 

    - 빛가람청렴문화제(’21.9.1. ~ 9.14.) 참여

    · 청렴골든벨, 청렴특강, 기관별 자체 프로그램 운영, 청렴캠페인 등

  ❍ 청렴슬로건 공모전 수상작 및 청렴문화연수 홍보

    - 언론 보도, 카드 뉴스 제작 등

  ❍ 2021년 청렴도 평가 결과 홍보

    - 언론 보도, 시교육청 누리집 게시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익명게시판의 경우, 익명성 보장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부패사건보다 일반 민원이 신고가 많아 운영 어려움⇒ 학생들의 단순 민원은 자체 종결 

처리 예고

  ❍ 전 직원 청렴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청렴은 부정부패를 넘어 친절, 공정,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로 국민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 기대수준 상승에 부응해야 함)

  ❍ 관리자와 고위직의 솔선수범과 청렴의지 강화 노력, 관행적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8. 향후 추진계획

  ❍ 청렴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전개 및 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정책 개발

  ❍ 청렴도 측정결과 및 청렴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청렴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청렴인식 및 청렴정책 진단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반영하여 청렴정책 수립

  ❍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청렴정책 추진 필요

    - 국민권익위 주관, ’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전년 대비 2단계á,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

렴도 3등급)

    -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3등급(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

렴도 2등급)

주관 감사관 청렴총괄팀 담당 양규현(380-4211)

담당자 이수현(380-4213)
담당자 김계진(380-4216)
담당자 오희선(380-4215)
담당자 김기옥(380-4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