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의 청렴이야기

청렴

5

월호(제94호)

칭찬합니다

간추린 청렴 소식
[1] 대검, '2021년 상반기 현장점검' 실시
대검찰청 감찰부에서는 2021년

2021년도 1분기 클린콜 우수 직원 선정
'21. 4. 15. 대검 감찰부 클린콜센터에서는 일선 청

자체청렴도 측정을 위해 '21. 4.

클린콜 조사 대상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활동

18개 청에 대한 상반기 현장

우수 직원 4명을 선정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점검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록열람등사, 압수물 가환부, 기소중지 재기, 범죄피해자지원

현장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청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부산지검, 봄맞이 '힐링 청렴' 행사 실시
부산지검(검사장 권순범)에서는
청렴문구 화분으로 사진전을
개최하고 전직원 투표를 통해
우수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직장 내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3] 청주지검, '청렴사진 콘테스트' 개최

춘천지검 이OO

안산지청 황OO

군산지청 이OO

밀양지청 김OO

아래는 클린콜 민원인 칭찬의견 중 일부입니다.
J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어 항상 너무
감사하며, 최고점을 주고 싶습니다.
J 친절하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어 고마웠습니다.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청주지검(검사장 노정환)에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청렴 사진 콘테스트를

드라마 ‘응답하라 1988’ 中

개최하였습니다.

말에는 가슴이 담긴다.

푸름아! 아빠는 청렴하단다!
푸른검찰 청렴청주

그리하여 말 한마디에도 체온이 있는 법이다.
이 냉랭한 악플의 세상이 그나마 살만하도록
삶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건,

[4] 밀양지청, '청렴상징 캐릭터' 선정
밀양지청(지청장 김기훈)에서는
청렴상징 캐릭터 선정 및 이름

잘난 명언도 유식한 촌철살인도 아닌,
당신의 투박한 체온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다.

공모전 행사를 실시하여 청렴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제8화에서는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말들이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많았습니다. "누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고생 많았다", "괜찮아"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맑은 물방울을 형상화 한 「청(淸)하랑」
'맑고 청렴한 세상을 위해 밀양검찰이 비상하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민원인에게 따뜻한 온도를 담은 말 한마디
건네보는건 어떨까요^^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당신에게 일어난 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청렴 상식이 쏙쏙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청렴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마중물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

동창회, 경조사(결혼식, 장례식)에 기관명칭과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어 전시토록 하는 경우는 사적 이익
도모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다.
[참조] 개업식, 전시회, 출판물 기념행사, 사업체 등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을 보내어 게시토록 하는 행위 금지

미국 아마고사 사막에는
①O

매우 길고 인적이 드문 길이 하나 있다.

②X

이 길을 가다 보면 오래된 물 펌프를 만날 수 있는데

※ 힌트 : Monthly청렴 2021년 4월호를 참고하세요~

여기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있다고 한다.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펌프 옆 흰 바위 밑에 햇볕을 피해 코르크
마개를 닫은 물병을 묻어 두었습니다. 먼저
마셔버리지만 않는다면 마중물로는 충분한
양입니다.
물을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면 금방 맑고
시원한 물이 콸콸 나올 겁니다. 물이 나오면
다음 나그네를 위해 물병을 채워 처음 찾아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1. 5. 18.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4월 정답은 ① 부패방지권익위법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렸습니다

축!
당첨

정OO(의정부), 이OO(창원), 김OO(부산서부),
김OO(부산), 권OO(수원), 박OO(서울고검),
배OO(전주), 김OO(고양), 이OO(남부), 김OO(외부)

냈던 곳에 물병을 다시 묻어두십시오.
절대로 먼저 물을 마셔버리면 안 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마중물을 그냥 마셔버렸거나,
펌프를 사용한 후 다시 물병을 채워두지 않았다면

민원인의 목소리
검찰청에 어쩌다 한 번 가는데,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물 펌프는 영원히 말라 버릴 것이다.

아마고사 사막의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하여 목마름의 고통을

병원에서 의학용어로 나의 몸 상태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해드리면 좋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단 한명의 이기심이 있었더라면 저 사막에는 고통만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내 옆의 동료와 건강한 조직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작은 배려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ü 내용 참고 : 기업윤리 브리프스 2021-2호 (국민권익위원회, '21.2.1. )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볼일도 아주 잘 봤습니다. 민원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방문하는데, 이 정도로 잘해주시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길 바랍니다.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김천지청 열람등사(재판중) 담당자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은 민원인의 의견이었습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