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淸 공감』을 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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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도 측정결과 3등급(보통)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20

종합청렴도가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한 3등급(보통) 결과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방위사업청 업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전년대비 2단계 향상하였습니다.

『

淸

』
『방위사업淸 공감』에는

·

달라지는 청렴정책과
Q&A, 코로나19 관련 윤리경영 소식, 청렴하고
신뢰받는 방위사업을 위한 제언을 담았습니다.

共感

共

◈『제19차 국제 반부패회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사회경제,
산업 여건 속에서도 방위사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청렴 방위사업 민관협의회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더욱 청렴한
방위사업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제8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

·

투명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공로를 인정받아 앞서
년, 2012년 그리고 2020년에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옴부즈만 우수기관’
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7

지난 8월에는 새로운 민간위원님을
모시고 제8기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는 세미나를 대신하여 청렴정책을 안내 홍보
하는 방위사업 공감 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하고,
‘청렴한 방위사업’을 위해 “함께 느끼고(
)”,
“함께 가기를(
Going)” 기대합니다.

이것은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와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해 방위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해주신 성과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청렴 세미나”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 공동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포럼인 제19회 국제
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

』

이 행사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 진실,
신뢰, 투명성(Designing 2030 : Truth, Trust and
Transparency)”를 주제로 최근 국내 외의 반부패
이슈가 논의되었으며, 국방 및 방위사업 분야의
효과적인 반부패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워크숍도
별도로 개최되었습니다.

◈ 청렴 라이브(LIVE)를 개최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청렴연수원의 지원을 받아 공연형식의 청렴교육,
청렴 라이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당극, 판소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하여
청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청렴실천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국민의 시각’에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발생한 민원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민원인의 고충이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언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J 청렴이 방위사업 최고의 가치입니다.

* 이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청렴라이브 영상 :

https://youtube.com/watch?v=XIV8OM_PleY&feature=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