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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계획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감사관 1,720 8,493 6,773

전략목표 1: 공개행정·투명행정으로 부조리예방 261 510 249

성과목표 1-1: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 300 300

-이용시민 인원수 2,000명 3,000명 3,500명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이용시민인원수확인(1일)

-입력지연 감소 건수 110건 100건 80건 입력지연 건수 확인(1일)

성과목표 1-2: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각종제도 적극시행 261 210 -51

-전체 반부패지수(청렴도) 향상 정도 69점 70점 71점 반부패지수 조사결과

-청렴계약제 실시 대상기관 및 분야 구청, 지방공사 학술용역,재산등 전기관, 전분야 청렴계약제 확대실시 여부확인

-청렴계약옴부즈만 3단계평가회 실시여부 4개사업 4개사업 4개사업 옴부즈만 평가회 실적확인

-청렴계약제 이용자 만족도 65점 66점 67점 이용자 만족도

전략목표 2: 부조리예방 및 지원위주의 감사 18 18

성과목표 2-1: 부조리 발생 요인 적극 발굴 개선 18 18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수 33건 33건 33건 제도개선사항 발굴실적 확인

-수범사례 발굴건수 20건 20건 25건 수범사례 발굴실적 확인

감사관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안전감사 결과 제시된 대안 이행률 91% 92% 93% 제시된 대안 이행률 확인

-지원감사결과 개선사항 발굴건수 감사횟수당 2건 감사횟수당 2건 감사횟수당 2건 개선사항 발굴실적 확인

전략목표 3: 신뢰받는 공정한 조사와 재산등록 심사 187 101 -86

성과목표 3-1: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산등록심사로 공직신뢰 개선 187 101 -86

-공무원비리및주요사건조사에서의 적출사항
이행률

91% 92% 92%이상 적출사항 이행률 확인

-시정 중점과제 확인·점검에서의 적출사항
이행률

91% 92% 92%이상 적출사항 이행률 확인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사
항 감축율

16% 16%미만 15%미만 불성실 신고사항 감축율 확인

전략목표 4: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 활성화 237 241 4

성과목표 4-1: 시민중심의 감사제도 운영 237 241 4

-부조리신고엽서 발송·배부수 418천매 420천매 420천매 목표량 대비 발송·배부 실적확인

-부조리신고엽서 처리결과 민원해소율 87% 87.5% 88% 민원해소율 확인

-시민감사결과 제도개선발굴 및 법령등개정
건의 건수

감사건수당 1건 감사건수당 1건 감사건수당 1건 시민감사청구에 의한 계획대비 제도개선 발굴실적등 확인

-전화응대 친절도 79점 79.5점 79.5점 계획대비 평점수준 확인(년2회점검)

-민원처리 사후관리실태 점검결과 시정률 87% 88% 88.5% 계획대비 시정률 확인(년2회 점검)

-민원처리 시민만족도 72% 72.5% 72.5% 계획대비 만족도 확인(년1회조사)

-고충민원 해소율 87% 87.5% 87.5% 계획대비 해소율 확인

감사관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 감

2002
20022001

2001 2003
예          산

(단위:백만원)

-시장에게바란다 운영에서의 감사관련사항
기간내처리율

75% 80% 80.5% 기간내처리율

전략목표 9: 일반예산 1,035 7,623 6,588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1,035 7,623 6,588

감사관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1,719,995 8,493,311 6,773,316- 감사관

전략목표 : 공개행정·투명행정으로 부조리예방 260,936 510,406 249,470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성과목표 : 0 300,000 300,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이용시민 인원수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이용시민인원수확인(1일)2,000명 3,000명 3,500명

입력지연 감소 건수 입력지연 건수 확인(1일)110건 100건 80건

0104 OPEN시스템 UN회원국 보급 300,000 300,000

일반운영비(11-1231-122-201-01) 250,000

  ㅇOPEN시스템 운영교재 제작,발간 50,000,000원 50,000

  ㅇ전문인력확보 및 교육훈련 제경비 200,000,000원 200,000

국외여비(11-1231-122-202-03) 50,000

  ㅇOPEN시스템의 해외홍보 및 교류 12,500,000원*4회 50,000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각종제도 적극시행성과목표 : 260,936 210,406 -50,530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전체 반부패지수(청렴도) 향상 정도 반부패지수 조사결과69점 70점 71점

청렴계약제 실시 대상기관 및 분야 청렴계약제 확대실시 여부확인구청, 지방공사 학술용역,재산등 전기관, 전분야

청렴계약옴부즈만 3단계평가회 실시여부 옴부즈만 평가회 실적확인4개사업 4개사업 4개사업

청렴계약제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65점 66점 67점

- 감사관   1 /   12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0101 반부패지수 조사발표 149,664 139,414 -10,250

민간위탁금(11-1231-220-307-05) 139,414

  ㅇ 이해관계인 및 일반시민 여론조사 139,414,000천원*1식 139,414

0102 청렴계약제 운영 111,272 70,992 -40,280

일반운영비(11-1231-122-201-01) 46,672

  ㅇ인쇄비 10,000

    .평가및 보고서발간 500부*20,000원*1회 10,000

  ㅇ평가회 개최 300,000원*1식*2회 600

  ㅇ수당 33,600

    .옴부즈만 70,000원*5명*5일*12월 21,000

    .보조옴부즈만 70,000원*3명*5일*12월 12,600

  ㅇ사진 1,392

    .필름 1,800원*20통*12월 432

    .현상 4,000원*20통*12월 960

  ㅇ녹화용테이프 6,000원*5개*12월 360

  ㅇ비디오테이프 6,000원*10개*12월 720

국내여비(11-1231-122-202-01) 4,800

  ㅇ옴부즈만출장 여비 10,000원*5명*5일*12월 3,000

  ㅇ보조옴부즈만 출장여비 10,000원*3명*5일*12월 1,800

기타보상금(11-1231-122-301-11) 19,520

  ㅇ청렴계약협의회 외부위원 보상금 70,000원*2명*12월 1,680

  ㅇ옴부즈만 자료수집 보상금 100,000원*5명*4분기 2,000

  ㅇ옴부즈만 해외출장여비 15,840,000원 15,840

전략목표 : 부조리예방 및 지원위주의 감사 0 17,734 17,734

- 감사관   2 /   12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부조리 발생 요인 적극 발굴 개선성과목표 : 0 17,734 17,734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수 제도개선사항 발굴실적 확인33건 33건 33건

수범사례 발굴건수 수범사례 발굴실적 확인20건 20건 25건

안전감사 결과 제시된 대안 이행률 제시된 대안 이행률 확인91% 92% 93%

지원감사결과 개선사항 발굴건수 개선사항 발굴실적 확인감사횟수당 2건 감사횟수당 2건 감사횟수당 2건

0206 공사장관리실태점검 17,734 17,734

일반운영비(11-1232-122-201-01) 17,734

  ㅇ공사장관리점검활동지원경비 5,880

    .칼라필름 구입 1,800원*50통*12월 1,080

    .사진 속성현상 및 인화 4,000원*100통*12월 4,800

  ㅇ합동점검반 차량유지관리 6,094

    .점검차량 보험료 300,000원*2대*1년 600

    .점검차량 환경개선부담금 85,000원*2대*2회*1년 340

    .차량운영 등 유지비 2,577,000원*2대*1년 5,154

  ㅇ합동점검반 급량비 5,000원*12명*8일*12월 5,760

전략목표 : 신뢰받는 공정한 조사와 재산등록 심
사

186,810 100,979 -85,831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산등록심사
로 공직신뢰 개선

성과목표 : 186,810 100,979 -85,831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공무원비리및주요사건조사에서의 적출사항 이행률 적출사항 이행률 확인91% 92% 92%이상

시정 중점과제 확인·점검에서의 적출사항 이행률 적출사항 이행률 확인91% 92% 92%이상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사항 감축율 불성실 신고사항 감축율 확인16% 16%미만 15%미만

- 감사관   3 /   12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010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186,810 100,979 -85,831

일반운영비(11-1232-122-201-01) 25,400

  ㅇ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5,400

    .재산등록신고서식, 회의자료 등 2,000,000원*10회 20,000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 50,000원*9명*12회 5,400

국외여비(11-1232-122-202-03) 8,779

  ㅇ공직자윤리위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8,779,000원 8,779

기타보상금(11-1232-122-301-11) 66,800

  ㅇ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66,800

    .위원장,부위원장 활동비 1,400,000원*12회 16,800

    .위원특별활동비 15,000

      -위 원 장 250,000원*1명*12회 3,000

      -내부위원 50,000원*2명*12회 1,200

      -외부위원 150,000원*6명*12회 10,800

    .위원연수 및 세미나 35,000,000원*1식 35,000

전략목표 :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 활성화 237,352 240,798 3,446

시민중심의 감사제도 운영성과목표 : 237,352 240,798 3,446

- 감사관   4 /   12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부조리신고엽서 발송·배부수 목표량 대비 발송·배부 실적확인418천매 420천매 420천매

부조리신고엽서 처리결과 민원해소율 민원해소율 확인87% 87.5% 88%

시민감사결과 제도개선발굴 및 법령등개정건의 건수 시민감사청구에 의한 계획대비 제도개선 발굴실적등
확인

감사건수당 1건 감사건수당 1건 감사건수당 1건

전화응대 친절도 계획대비 평점수준 확인(년2회점검)79점 79.5점 79.5점

민원처리 사후관리실태 점검결과 시정률 계획대비 시정률 확인(년2회 점검)87% 88% 88.5%

민원처리 시민만족도 계획대비 만족도 확인(년1회조사)72% 72.5% 72.5%

고충민원 해소율 계획대비 해소율 확인87% 87.5% 87.5%

시장에게바란다 운영에서의 감사관련사항 기간내처리율 기간내처리율75% 80% 80.5%

0201 부조리신고엽서제도 운영 173,292 166,738 -6,554

일반운영비(11-1233-122-201-01) 166,738

  ㅇ시장이 직접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운영 166,738

    .봉함엽서 제작 165원*420,000매 69,300

    .우편료 170원*370,000매*0.92 57,868

    .회송 우편료 170원*1,000매 170

    .DM비용 100원*370,000매 37,000

    .비치용엽서함 제작 12,000원*100개 1,200

    .엽서 안내판 12,000원*100개 1,200

0202 고충민원 처리개선 64,060 74,060 10,000

포상금(11-1233-122-303-01) 10,000

  ㅇ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10,000

    .자치구 1,000,000원*3개기관 3,000

    .본청, 사업소 등 500,000원*14개부서 7,000

민간위탁금(11-1233-220-307-05) 64,060

  ㅇ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용역(외부전문기관 위
탁)

64,060

    .상반기 (350개 기관) 34,720,000원*1식 34,720

    .하반기 (180개 기관) 29,340,000원*1식 29,340

- 감사관   5 /   12



전략목표 · 성과목표 · 단위사업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1 2002 증   감 (단위 : 천원)

전략목표 : 일반예산 1,034,897 7,623,394 6,588,497

일반예산성과목표 : 1,034,897 7,623,394 6,588,497

성과지표 : 검증방법 : 2001 20032002

9901 인건비 6,370,239 6,370,239

기본급(11-1231-110-101-01) 3,446,864

  ㅇ 일반직(135명) 2,288,643

    . 2급  55,588,000원*1.0275*1명 57,117

    . 4급  1,847,500원*1.029*3명*12월 68,439

    . 5급  1,636,700원*1.029*18명*12월 363,780

    . 6급  1,387,400원*1.029*78명*12월 1,336,266

    . 7급  1,079,700원*1.029*34명*12월 453,293

    . 8급  789,400원*1.029*1명*12월 9,748

  ㅇ 기 능 직(12명) 117,241

    . 8급 1,063,600원*1.029*2명*12월 26,267

    . 9급 820,300원*1.029*6명*12월 60,775

    . 10급 611,400원*1.029*4명*12월 30,199

  ㅇ처우개선비 204,250

    .연봉제 57,117,000원*0.0806 4,604

    .월급제 2,348,767,000원*0.085 199,646

  ㅇ 기말수당 2,548,413,000원*1/12*200% 424,736

  ㅇ 정근수당 2,548,413,000원*1/12*1.94 411,994

수당(11-1231-110-101-02) 954,976

  ㅇ 시간외수당 518,555

    . 일반직 486,698

      - 5급 6,844원*1.029*18명*52시간*12
월

79,102

      - 6급 5,807원*1.029*78명*52시간*12
월

2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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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급 5,211원*1.029*34명*52시간*12
월

113,763

      - 8급 4,669원*1.029*1명*52시간*12
월

2,998

    . 기능직 31,857

      - 8급 4,669원*1.029*2명*52시간*12
월

5,996

      - 9급 4,187원*1.029*6명*52시간*12
월

16,131

      - 10급 3,788원*1.029*4명*52시간*12
월

9,730

  ㅇ시간외수당 처우개선비 518,555,000원*0.085 44,078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55,143

    . 중학교 176,525원*147명*0.18*4회 18,684

    . 고등학교 310,025원*147명*0.20*4회 36,459

  ㅇ 가족수당 93,493

    . 배우자 30,000원*147명*0.78*12월 41,278

    . 기타가족 20,000원*147명*1.48*12월 52,215

  ㅇ 장기 근속수당 169,320

    . 25년 이상 130,000원*55명*12월 85,800

    . 20년 - 25년 미만 110,000원*27명*12월 35,640

    . 15년 - 20년 미만 80,000원*23명*12월 22,080

    . 10년 - 15년 미만 60,000원*25명*12월 18,000

    . 5년 - 10년 미만 50,000원*13명*12월 7,800

  ㅇ 특수업무 수당 15,600

    . 기술업무수당 5,400

      - 5급이상 25,000원*3명*12월 900

      - 6급-7급 15,000원*25명*12월 4,500

    .기술업무수당가산금 8,400

      -기술사 50,000원*3명*12월 1,800

      -기사(1급) 30,000원*15명*12월 5,400

      -산업기사(2급) 20,000원*5명*12월 1,200

    .  전산업무수당 50,000원*3명*12월 1,800

  ㅇ 관리업무 수당 68,439,000원*1.085*10% 7,426

  ㅇ 대우공무원수당 2,548,413,000*0.31*6% 47,401

  ㅇ 모범공무원 수당 30,000원*11명*12월 3,960

기타직보수(11-1231-110-101-03) 56,549

  ㅇ 비전임계약직(3명) 56,549

    . 급여 52,403

      - 가급 17,000,000원*3명*1.0275 5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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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우개선비 52,403,000원*0.0791 4,146

복리후생비(11-1231-110-204-01) 1,199,487

  ㅇ정액급식비 80,000원*147명*12월 141,120

  ㅇ교통비 100,000원*146명*12월 175,200

  ㅇ명절휴가비 2,548,413,000원*1/12*100% 212,368

  ㅇ연가보상금 139,879

    .연봉제 61,721,000원
*0.55*1/12*1/24*20일*0.78

1,839

    .월급제 2,548,413,000원*1/12*1/24*20
일*0.78

138,040

  ㅇ가계지원비 530,920

    .일반대상자 2,548,413,000원*1/12*250% 530,920

포상금(11-1231-110-303-01) 116,803

  ㅇ성과상여금 2,548,413,000원*1/12*55% 116,803

연금부담금(11-1231-110-304-01) 500,336

  ㅇ 연금 부담금 377,950

    .연봉제 61,721,000원*0.73*10.5% 4,731

    .월급제 3,554,463,000원*10.5% 373,219

  ㅇ 퇴직수당 111,586

    .연봉제 61,721,000원*0.73*3.1% 1,397

    .월급제 3,554,463,000원*3.1% 110,189

  ㅇ재해보상 부담금 10,800

    .연봉제 61,721,000원*0.73*0.3% 136

    .월급제 3,554,463,000원*0.3% 10,664

의료보험금(11-1231-110-304-02) 95,224

  ㅇ 건강보험 부담금 95,224

    .연봉제 61,721,000원*1.7% 1,050

    .월급제 5,539,606,000원*1.7% 94,174

9902 기본경비 867,714 1,253,155 385,441

일반운영비(11-1231-121-201-01) 279,051

  ㅇ공통기본경비 61,561

    .기본사무용품구입비 (10,000원*133명)+(3,000원*12
명)

1,366

    .기본사무용종이류구입비 30,000원*133명 3,990

    .소규모수선비 5,000원*145명 725

    .도서구입비 50,000원*19팀 950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40,000원*147명 3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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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장비수리비 19,250

      -컴퓨터 레이져프린터토너 400,000원*32대 12,800

      -복사기 토너 400,000원*15대 6,000

      -잉크도트 150,000원*3대 45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84,000,000원 84,000

  ㅇ인쇄비 99,500

    .업무보고 및 기본계획유인등 4,000,000원*4분기 16,000

    .사례집 및 연보발간 47,000원*500부*1회 23,500

    .기획 제작비 3,000,000원*8회 24,000

    .반부패시책 홍보물 등 인쇄 3,000,000원*4분기*3개국어 36,000

  ㅇ사진필름구입 1,800원*50통*12월 1,080

  ㅇ사진필름 현상및인화 4,000원*50통*12월 2,400

  ㅇ외국자료 번역료 2,000,000원*6회 12,000

  ㅇ속성사진 현상료 4,000원*20통*12월 960

  ㅇ자료 수집비 30,000원*6분야*10종 1,800

  ㅇ감사자문위원회 수당 50,000원*12명*8회 4,800

  ㅇ시민평가단위원 수당 50,000원*12명*6회 3,600

  ㅇ외부전문가 자문수당 150,000원*9명*5개팀 6,750

  ㅇ실무자 교육등 강사료 150,000원*4명 600

국내여비(11-1231-121-202-01) 232,78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420,000원*147명 61,74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171,040,000원 171,040

국외여비(11-1231-121-202-03) 20,000

  ㅇ회의참석,자료수집등 공무국외출장여비 20,000,000원 20,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11-1231-121-203-01) 18,660

  ㅇ2급 9,000,000원*1명 9,000

  ㅇ4급 3,220,000원*3명 9,660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1231-121-203-03) 94,000

  ㅇ감사자료수집활동 1,370,000원*4분기 5,480

  ㅇ특별감찰활동지원 1,142,000원*4분기 4,568

  ㅇ주요감사시책추진 5,000,000원*4분기 20,000

  ㅇ부조리근절특별감사활동 3,000,000원*4분기 12,000

  ㅇ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업무추진 5,000,000원*2회 10,000

  ㅇ감사담당관 업무수행 30,952

    .종합감사활동 5,000,000원*4분기 20,000

    .특정사정활동지원 10,952,000원 10,952

  ㅇ청렴계약옴부즈만운영 11,000,000원 11,000

기타업무추진비(11-1231-121-203-04) 4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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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직책급 업무 추진비 39,420

    .2급 (보조기관) 540,000원*1명*12월 6,480

    .4급 (보조기관) 315,000원*3명*12월 11,340

    .5급 (보조기관) 100,000원*18명*12월 21,600

  ㅇ 직급 보조비 244,200

    . 2급 500,000원*1명*12월 6,000

    . 4급 300,000원*3명*12월 10,800

    . 5급 200,000원*18명*12월 43,200

    . 6급 130,000원*78명*12명 121,680

    . 7급 120,000원*34명*12월 48,960

    . 8급 90,000원*1명*12월 1,080

    . 기능8급 90,000원*2명*12월 2,160

    . 기능9급 90,000원*6명*12월 6,480

    . 기능10급 80,000원*4명*12월 3,840

  ㅇ 대민활동비 30,000원*125명*12월 45,000

  ㅇ부서운영3개부서 (300,000원*3과*12월)+(5,000
원*55명*12월)

14,10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8,000

    .2급 120,000원*12월 1,440

    .4~5급 72,000원*20명*12월 17,280

    .6급이하 60,000원*124명*12월 89,280

일시사역인부임(11-1231-121-206-02) 16,900

  ㅇ일시사역인부임 16,900

    .저소득자녀부업알선비 13,000원*260일*5명 16,900

기타보상금(11-1231-121-301-11) 10,800

  ㅇ감사자문위원회 운영등 10,800

    .외부위원 150,000원*9명*8회 10,800

국제부담금(11-1231-121-310-02) 1,300

  ㅇ국제투명성위원회부담금 1,300,000원*1년 1,300

일반운영비(11-1232-121-201-01) 15,068

  ㅇ조사활동지원경비 7,000

    .교육자료 및 보고서인쇄 750,000원*4종*2회 6,000

    .각종대장 인쇄 100,000원*5종*2부 1,000

  ㅇ환경순찰지원경비 6,880

    .환경순찰기록수첩 500원*2,000부 1,000

    .사진필름구입 1,800원*50통*12월 1,080

    .속성사진 현상 및 인화 4,000원*100통*12월 4,800

  ㅇ가판신문 구독료 11,000원*9종*12월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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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추진업무추진비(11-1232-121-203-03) 30,000

  ㅇ공직자재산조사활동 2,000,000원*4분기 8,000

  ㅇ조사업무추진활동 3,500,000원*4분기 14,000

  ㅇ조사담당관업무수행 8,000

    .조사활동 1,000,000원*4분기 4,000

    .부조리신고및사정활동 1,000,000원*4분기 4,000

일반운영비(11-1233-121-201-01) 40,376

  ㅇ민원조사활동지원비 13,550

    .민원관련서식유인등 386,500원*12월 4,638

    .민원서식, 보고서(정기보고)유인 412,666원*12회 4,952

    .민원조사 업무계획서유인 330,000원*12월 3,960

  ㅇ시민감사관 활동지원 5,040

    .시민감사관 업무편람 등 504,000원*10월 5,040

  ㅇ민원처리사례집 발간 15,000

    .인쇄비 8,000원*1000부 8,000

    .표지기획 및 디자인료 2,800,000원*1회 2,800

    .원고료 3,500원*1,200매 4,200

  ㅇ민원조사자료구입비 1,113

    .사진필름구입 6,139원*6속*12월*1회 443

    .사진필름현상 및 인화 134원*10통*25매*12월*1개과 402

    .민원조사용지번도지도구입1/5000구입(상,
하)

134,000원*2권 268

  ㅇ번역, 원고료 2,500

    .외국어진정(영,일,중국어) 25,000원*10건*10회 2,500

  ㅇ민원조정위원회 수당 50,000원*6명*2회 600

  ㅇ민원창구 환경개선 2,573

    .민원실 비치도서 구입 391,000원*2회 782

    .민원실환경미화 149,250원*12월 1,791

시책추진업무추진비(11-1233-121-203-03) 35,500

  ㅇ민원조사담당관 업무수행 24,300

    .집단시위.농성민원 업무추진 500,000원*4분기 2,000

    .고질민원과대화운영조사업무추진 1,400,000원*4분기 5,600

    .민원조사활동유공공직자격려 400,000원*4분기 1,600

    .내방민원접대(자판기운영) 300,000원*4분기 1,200

    .민원조사활동및집단민원처리 3,475,000원*4분기 13,900

  ㅇ시민감사관 업무수행 2,800,000원*4분기 11,200

행사실비보상금(11-1233-121-301-09) 3,000

  ㅇ시민감사참여 실비보상금 50,000원*10명*6회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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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보상금(11-1233-121-301-11) 5,000

  ㅇ5대취약분야부조리시민신고시상금등 5,000,000원*1식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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