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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날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어려운 청렴활동~이제 그만!

2018년 청렴이 즐거워 집니다.

문제풀고 상품받고!

함께하고 자랑하고!

소통하고 간식먹고!

매월 청렴매거진 청매화 내용에서 출제되는
퀴즈를 풀고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직원에게는
청렴꾸러미를 배달합니다.

○ 참여방법 : 업무포털 배너 [청렴퀴즈]
시교육청홈페이지-청렴한마당-청렴충전소-청렴퀴즈

청렴
퀴즈

청렴
동아리

함께하고 즐겁게 청렴 활동을 하고있다면
모두에게 자랑해주세요. 기관의 다양한 구성원과
참신한 활동을 한 동아리에는 푸짐한 상품을
드려요.
○ 참여대상 : 기관운영 청렴동아리

소통
배달부

학교운동부 훈련장, 공사현장, 급식납품 현장 등에

간식을 배달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에

감사공무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감사관이~~ 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3·5 ·5 ?  3·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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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 시스템
잘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2017. 1월에 창의융합교육모델학교조성을위해 학교장터(S2b)를 통해
1인 수의로테블릿 PC 20대와 3D프린터 13대를 각각 구매하여 정기 종
합감사에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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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
계약방법

품명 수량 단가 금액

테블릿PC 20대 660,000 13,200,000

학교장터쇼핑몰을이용한
수의계약

3D프린터 3대 1,750,000 5,250,000

3D프린터 10대 499,000 4,990,000

합계 33대 23,440,000

감사지적내용

1. 테블릿 PC 10대와 3D프린터 2종 13대를각각분리발주

2. 수의계약금액기준을넘겨서 1인수의계약

G2B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조달처리 업무 중 입찰 공고부터 입찰자 선정까지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
• 제3자 단가 계약을 통하여 G2B 종합쇼핑몰에 계약된 물품을 등재하여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3자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 하여 구매하는 제도

S2B :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조달처리 업무 중 입찰 공고부터 입찰자 선정까지 업무를 담당하는 시스템

학교장터쇼핑몰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일반 인터넷쇼핑몰처럼 등재만 해
두었을 뿐 학교에서 수의시담 등을 통하여 가격 협상이 필요함
(G2B 종합쇼핑몰과혼동주의)



2018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구분 시상 소속 성명 청렴표어(문구)

초등
저학년

최우수 화봉초 한성민 오르기힘든청렴계단내려오면바닥입니다.

우수 화정초 정정은 부끄럽지 않으세요! 지켜봐요 우리들이

장려 외솔초 윤성원 청렴한 우리아빠 자랑스런 나의 미래

초등

고학년

최우수 화봉초 한연주 함께 내린 청렴 씨앗 튼튼히 뻗는 울산교육

우수 화정초 정숙인 나의 품격은 청렴입니다.

장려 명정초 홍예빈 폭력없는아름다운우정사랑가득청렴한학교

중고등
학교

최우수 신정중 이채린

당신이 가진 청렴, 더욱더 빛나는 세상
(캘리그라피)

우수 현대중 서희진 청렴하지 않은 별은 빛나지 않는다.

장려 대현고 최민규 모두의 청렴의식 발전하는 울산교육

학부모
/교직
원

최우수 제일중 송정열

ALL 곧은청렴이모여ALL 바른세상이된다
(캘리그라피)

우수 서생초 이종선 청렴은 일찌감치 청탁은 멀찌감치

장려 태연학교 이상원 실천하는 청렴! 당신의 인격입니다.

청렴 표어 / 캘리그라피 분야



2018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청렴 포스터 / 만화 / 캐릭터 분야

구분 최우수 우수 장려

초등
저학년

대현초 김해림 월봉초 이민주 무룡초 노제언

초등
저학년

서생초 한승희 청솔초 박수현 용연초 공희훈

중학교
고등학교

애니원고정태규 신정중 이채린 애니원고김소현

학부모
교직원

제일중 송정열 학부모 곽동순 학부모 김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