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 계획서

(회계년도 : 2003  본예산 확정) 2003-03-21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3
20032002 2004

2002

감사관 3198,7768,457

전략목표 1: 공개행정·투명행정으로 부조리예방 -21453474

성과목표 1-1: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 -125175300

-이용시민 인원수 2,000명 3,000명 3,000명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이용시민인원수
확인(1일)

-입력지연 감소 건수 110건 100건 90건 입력지연 건수 확인(1일)

성과목표 1-2: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각종제도 적극시행 10427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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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818

성과목표 2-1: 부조리 발생 요인 적극 발굴 개선 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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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범사례 발굴건수 20건 20건 25건 수범사례 발굴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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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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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관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3
20032002 2004

2002

전략목표 3: 신뢰받는 공정한 조사와 재산등록 심사 -3071101

성과목표 3-1: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산등록심사로 공직신뢰 개선 -30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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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항 감축율 16% 16%미만 15%미만 불성실 신고사항 감축율 확인

전략목표 4: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 활성화 -18259241

성과목표 4-1: 시민중심의 감사제도 운영 -18259241

-민원접수 후 처리까지 소요기간 70% 75% 80% 처리기한내 처리율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율 향상 10% 12% 14% 접수민원중 직접 처리율

-전화응대 만족도 점검 2회 2회 2회 전화응대 점검 횟수

-시민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1회 1회 1회 만족도 조사 횟수

-민원처리 사후실태 점검 2회 2회 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 횟수

-민원처리 사례집 발간 1회 1회 1회 사례집 발간 횟수

-사이버 「옴브즈만」 컨텐츠 구축 및 시범운영, 문
제점 개선 확대 실시

 50% 100% 계획대비 추진 진도

-시민 및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실시 횟수 제고 8건 10건 12건 계획대비 건수

-시민감사 결과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지향 8건 10건 12건 제도개선 발굴건수

-E-mail 「시장에게 바란다」 처리기간내 (7일) 처리
율 제고

80% 82% 83% 처리소요기간 분석

-E-mail 「시장에게 바란다」 제도운영 및 처리결과 
홍보 다양화

4회 5회 6회 계획대비 홍보 횟수

전략목표 9: 일반예산 5528,1767,623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5528,1767,623

감사관





2003-01-10

감사관 8,457,119 8,776,062 318,943

공개행정·투명행정으로 부조리예방전략목표 : 474,214 452,800 -21,414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성과목표 : 300,000 175,000 -12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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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지연 감소 건수 110건 100건 90건 입력지연 건수 확인(1일)

0104 OPEN시스템 국내외 보급·홍보 300,000 25,000 -275,000

25,000(11-1231-122-201-01) 일반운영비

25,000,000원 25,000  ㅇ홍보부스설치 및 운영

0105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용역 0 150,000 150,000

150,000(11-1231-122-207-01) 학술용역비

150,000,000원 150,000  ㅇ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

청렴성 제고를 위한 각종제도 적극시행성과목표 : 174,214 277,800 103,58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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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반부패지수 조사 139,414 142,000 2,586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회계년도 : 2003  본예산 확정)

1 감사관



10,000(11-1231-122-303-01) 포상금

10,000  ㅇ부패방지우수사례 포상

3,000,000원*1개기관 3,000    .최우수기관

2,000,000원*2개기관 4,000    .우수기관

1,000,000원*3개기관 3,000    .장려기관

132,000(11-1231-220-307-05) 민간위탁금

12,000명*11,000원 132,000  ㅇ시민 여론조사

0102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 34,800 25,800 -9,000

22,800(11-1231-122-201-01) 일반운영비

21,000  ㅇ회의참석 수당

70,000원*5명*5일*12월 21,000    .옴부즈만

150,000원*3회*4분기 1,800  ㅇ외부전문가 자문

3,000(11-1231-122-202-01) 국내여비

10,000원*5명*5일*12월 3,000  ㅇ옴부즈만출장 여비

0106 2003년 반부패국제회의 행사지원 0 110,000 110,000

110,000(11-1231-122-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50,000*1,200명 60,000  ㅇ제11차 반부패국제회의

50,000원*1,000명 50,000  ㅇ제3차 반부패세계포럼

부조리예방 및 지원위주의 감사전략목표 : 17,734 17,7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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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수 33건 33건 33건 제도개선사항 발굴실적 확인

수범사례 발굴건수 20건 20건 25건 수범사례 발굴실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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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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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2 감사관



0206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 17,734 17,734 0

17,734(11-1232-122-201-01) 일반운영비

5,880  ㅇ공사장관리점검활동지원경비

1,800원*50통*12월 1,080    .칼라필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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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4  ㅇ합동점검반 차량유지관리

300,000원*2대*1년 600    .점검차량 보험료

85,000원*2대*2회*1년 340    .점검차량 환경개선부담금

2,577,000원*2대*1년 5,154    .차량운영 등 유지비

5,000원*12명*8일*12월 5,760  ㅇ합동점검반 급량비

신뢰받는 공정한 조사와 재산등록 심사전략목표 : 100,979 71,000 -29,979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산등록심사로 
공직신뢰 개선

성과목표 : 100,979 71,000 -29,97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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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항 감축율 16% 16%미만 15%미만 불성실 신고사항 감축율 확인

010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100,979 71,000 -29,979

24,500(11-1232-122-201-01) 일반운영비

24,500  ㅇ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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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원*9명*10회 4,500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

20,000(11-1232-122-301-07) 민간인해외여비

5,000,000원*4명 20,000  ㅇ공직자윤리위원 해외연수

26,500(11-1232-122-301-11) 기타보상금

26,500  ㅇ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400,000원*10회 14,000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3 감사관



12,500    .위원활동비

250,000원*1명*10회 2,500      -위 원 장

50,000원*2명*10회 1,000      -내부위원

150,000원*6명*10회 9,000      -외부위원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 활성화전략목표 : 240,798 59,000 -181,798

시민중심의 감사제도 운영성과목표 : 240,798 59,000 -181,79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2 20042003

민원접수 후 처리까지 소요기간 70% 75% 80% 처리기한내 처리율

고충민원 직접조사 처리율 향상 10% 12% 14% 접수민원중 직접 처리율

전화응대 만족도 점검 2회 2회 2회 전화응대 점검 횟수

시민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1회 1회 1회 만족도 조사 횟수

민원처리 사후실태 점검 2회 2회 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 횟수

민원처리 사례집 발간 1회 1회 1회 사례집 발간 횟수

사이버 「옴브즈만」 컨텐츠 구축 및 시범운영, 문제
점 개선 확대 실시

 50% 100% 계획대비 추진 진도

시민 및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실시 횟수 제고 8건 10건 12건 계획대비 건수

시민감사 결과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지향 8건 10건 12건 제도개선 발굴건수

E-mail 「시장에게 바란다」 처리기간내 (7일) 처리
율 제고

80% 82% 83% 처리소요기간 분석

E-mail 「시장에게 바란다」 제도운영 및 처리결과 
홍보 다양화

4회 5회 6회 계획대비 홍보 횟수

0201 부조리신고엽서제도 운영 166,738 12,000 -154,738

12,000(11-1233-122-201-01) 일반운영비

12,000  ㅇ시장이 직접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운영

120원*50,000매 6,000    .비치용 엽서 제작

15,000원*200개 3,000    .비치용 엽서함 제작

15,000원*200개 3,000    .엽서 안내판 제작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3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2

4 감사관



0202 전화응대 만족도 조사 74,060 47,000 -27,060

7,000(11-1233-122-303-01) 포상금

7,000  ㅇ전화응대 만족도 점검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500,000원*14개부서 7,000    .본청, 사업소 등

40,000(11-1233-220-307-05) 민간위탁금

40,000  ㅇ전화응대 만족도 점검용역

20,000,000원*1식 20,000    .상반기 (190개 기관)

20,000,000원*1식 20,000    .하반기 (190개 기관)

일반예산전략목표 : 7,623,394 8,175,528 552,134

일반예산성과목표 : 7,623,394 8,175,528 552,134

성과지표 :  검증방법 :

9901 인건비 6,370,239 6,913,228 542,989

3,673,660(11-1231-110-101-01) 기본급

2,562,632  ㅇ 일반직(136명)

 61,723,000원*1명*1.0229 63,137    . 2급

 2,062,700원*3명*12월*1.024 76,040    . 4급

 1,851,400원*18명*12월*1.024 409,501    . 5급

 1,549,000원*78명*12월*1.024 1,484,661    . 6급

 1,205,500원*35명*12월*1.024 518,462    . 7급

 881,400원*1명*12월*1.024 10,831    . 8급

135,991  ㅇ 기 능 직(12명)

1,211,600원*2명*12월*1.024 29,777    . 8급

944,600원*6명*12월*1.024 69,644    . 9급

744,000원*4명*12월*1.024 36,570    . 10급

81,496  ㅇ처우개선비

63,137,000원*0.029 1,831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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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12월 600    .연봉제 교통수당인상분

2,635,486,000원*0.03 79,065    .월급제

2,714,551,000원*1/12*200% 452,426  ㅇ 기말수당

2,714,551,000원*1/12*1.95 441,115  ㅇ 정근수당

1,091,995(11-1231-110-101-02) 수당

687,547  ㅇ 시간외수당

652,149    . 일반직

7,641원*18명*52시간*12월*1.024 87,884      - 5급

6,483원*78명*52시간*12월*1.024 323,114      - 6급

5,818원*35명*52시간*12월*1.024 130,115      - 7급

5,213원*1명*52시간*12월*1.024 3,331      - 8급

6,483원*26명*52시간*12월*1.024 107,705      - 기강감찰 파견직원 등

35,398    . 기능직

5,213원*2명*52시간*12월*1.024 6,662      - 8급

4,675원*6명*52시간*12월*1.024 17,924      - 9급

4,230원*4명*52시간*12월*1.024 10,812      - 10급

687,547,000원*0.03 20,627  ㅇ시간외수당 처우개선비

45,248  ㅇ 자녀학비 보조수당

9,411    . 중학교

45,300원*148명*0.17*4회*2/3 3,040      -1,2학년

189,900원*148명*0.17*4회*1/3 6,371      -3학년

336,300원*148명*0.18*4회 35,837    . 고등학교

98,569  ㅇ 가족수당

30,000원*148명*0.81*12월 43,157    . 배우자

20,000원*148명*1.56*12월 55,412    . 기타가족

161,040  ㅇ 장기 근속수당

130,000원*31명*12월 48,360    . 25년 이상

110,000원*40명*12월 52,800    . 20년 - 25년 미만

80,000원*30명*12월 28,800    . 15년 - 20년 미만

60,000원*29명*12월 20,880    . 10년 - 15년 미만

50,000원*17명*12월 10,200    . 5년 - 10년 미만

15,600  ㅇ 특수업무 수당

5,400    . 기술업무수당

25,000원*3명*12월 900      - 5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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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25명*12월 4,500      - 6급-7급

8,400    .기술업무수당가산금

50,000원*3명*12월 1,800      -기술사

30,000원*15명*12월 5,400      -기사(1급)

20,000원*5명*12월 1,200      -산업기사(2급)

50,000원*3명*12월 1,800    .  전산업무수당

78,321,200*10% 7,833  ㅇ 관리업무 수당

2,714,551,000*0.31*6% 50,491  ㅇ 대우공무원수당

30,000원*14명*12월 5,040  ㅇ 모범공무원 수당

56,100(11-1231-110-101-03) 기타직보수

56,100  ㅇ 비전임계약직(3명)

56,100    . 급여

17,000,000원*3명*1.1 56,100      - 가급

1,443,891(11-1231-110-204-01) 복리후생비

90,000원*148명*12월 159,840  ㅇ정액급식비

230,280  ㅇ교통비

140,000원*21명*12월 35,280    .4급 및 5급 교통보조비

130,000원*113명*12월 176,280    .6급 및 7급 교통보조비

120,000원*13명*12월 18,720    .8급이하 교통보조비

2,714,551,000원*1/12*150% 339,319  ㅇ명절휴가비

148,920  ㅇ연가보상금

63,137,000*0.55*1/12*1/24*20일*0.78 1,881    .연봉제

2,714,551,000원*1/12*1/24*20일*0.78 147,039    .월급제

565,532  ㅇ가계지원비

2,714,551,000원*1/12*250% 565,532    .일반대상자

128,942(11-1231-110-303-01) 포상금

2,714,551,000원*1/12*57% 128,942  ㅇ성과상여금

410,883(11-1231-110-304-01) 연금부담금

271,204  ㅇ 연금 부담금

64,968,000원*0.73*7.419% 3,519    .연봉제

3,608,092,000원*7.419% 267,685    .월급제

129,991  ㅇ 퇴직수당

64,968,000원*0.73*3.556% 1,687    .연봉제

3,608,092,000원*3.556% 128,304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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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8  ㅇ재해보상 부담금

64,968,000원*0.73*0.265% 126    .연봉제

3,608,092,000원원*0.265% 9,562    .월급제

107,757(11-1231-110-304-02) 국민건강보험금

107,757  ㅇ 건강보험 부담금

64,968,000원*1.815% 1,180    .연봉,월급제

5,872,002,000원*1.815% 106,577    .월급제

9902 기본경비 1,253,155 1,262,300 9,145

217,640(11-1231-121-201-01) 일반운영비

61,886  ㅇ공통기본경비

(10,000원*136명)+(3,000원*12명) 1,396    .기본사무용품구입비

30,000원*136명 4,080    .기본사무용종이류구입비

5,000원*148명 740    .소규모수선비

50,000원*18팀 900    .도서구입비

240,000원*148명 35,520    .기본업무추진급량비

19,250    .행정장비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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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원*15대 6,000      -복사기 토너

150,000원*3대 450      -잉크도트

84,000,000원 84,00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40,000  ㅇ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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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원*4회 12,000    .기획 제작비

3,000,000원*4분기 12,000    .반부패시책 홍보물 등 인쇄

1,800원*50통*12월 1,080  ㅇ사진필름구입

4,000원*50통*12월 2,400  ㅇ사진필름 현상및인화

1,000,000원*2회*4개국어 8,000  ㅇOPEN System 홍보물 번역료

4,000원*20통*12월 960  ㅇ속성사진 현상료

30,000원*6분야*10종 1,800  ㅇ자료 수집비

50,000원*9명*8회 3,600  ㅇ감사자문위원회 수당

50,000원*12명*6회 3,600  ㅇ시민평가단위원 수당

150,000원*9명*5개팀 6,750  ㅇ외부전문가 자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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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4명 600  ㅇ실무자 교육등 강사료

100,000원*10점 1,000  ㅇ안전감사 점검장비 구입

100,000원*10점 1,000  ㅇ기강감사 감찰장비 구입

50,000원*2회 100  ㅇ방석, 응접세트등 세탁비

12,000원*6부*12월 864  ㅇ석간신문 가판 구독

233,200(11-1231-121-202-01) 국내여비

420,000원*148명 62,16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171,040,000원 171,04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18,660(11-123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0,000원*1명 9,000  ㅇ2급

3,220,000원*3명 9,660  ㅇ4급

92,000(11-123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70,000원*4분기 5,480  ㅇ감사자료수집활동

1,142,000원*4분기 4,568  ㅇ외부기관 감사지원 활동

5,000,000원*4분기 20,000  ㅇ주요감사시책추진

3,000,000원*4분기 12,000  ㅇ동향파악 활동

5,000,000원*2회 10,000  ㅇ사이버 감사 업무추진

30,952  ㅇ감사담당관 업무수행

5,000,000원*4분기 20,000    .종합감사활동

10,952,000원 10,952    .유관기관 정보교류활동 지원

9,000,000원 9,000  ㅇ여론정보수집 활동

537,564(11-1231-121-203-04) 기타업무추진비

41,400  ㅇ직책급 업무 추진비

600,000원*1명*12월 7,200    .2급 (보조기관)

350,000원*3명*12월 12,600    .4급 (보조기관)

100,000원*18명*12월 21,600    .5급 (보조기관)

295,980  ㅇ 직급 보조비

650,000원*1명*12월 7,800    . 2급

400,000원*3명*12월 14,400    . 4급

250,000원*18명*12월 54,000    . 5급

155,000원*78명*12명 145,080    . 6급

140,000원*35명*12월 58,800    . 7급

105,000원*1명*12월 1,260    . 8급

105,000원*2명*12월 2,520    . 기능8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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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0원*6명*12월 7,560    . 기능9급

95,000원*4명*12월 4,560    . 기능10급

50,000원*126명*12월 75,600  ㅇ 대민활동비

(300,000원*3과*12월)+(5,000원*58명*12월) 14,280  ㅇ부서운영3개부서

110,304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000원*12월 1,440    .2급

72,000원*21명*12월 18,144    .4~5급

60,000원*126명*12월 90,720    .6급이하

23,940(11-1231-121-206-02) 일시사역인부임

23,940  ㅇ일시사역인부임

16,800원*285일*5명 23,940    .저소득자녀부업알선비

10,800(11-1231-121-301-11) 기타보상금

10,800  ㅇ감사자문위원회 운영등

150,000원*9명*8회 10,800    .외부위원

1,300(11-1231-121-310-02) 국제부담금

1,300,000원*1년 1,300  ㅇ국제투명성위원회부담금

15,320(11-1232-121-201-01) 일반운영비

7,000  ㅇ조사활동지원경비

750,000원*4종*2회 6,000    .교육자료 및 보고서인쇄

100,000원*5종*2부 1,000    .각종대장 인쇄

6,880  ㅇ환경순찰지원경비

500원*2,000부 1,000    .환경순찰기록수첩

1,800원*50통*12월 1,080    .사진필름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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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10종*12월 1,440  ㅇ가판신문 구독료

29,000(11-123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0원*4분기 8,000  ㅇ공직자재산조사활동

3,500,000원*4분기 14,000  ㅇ조사업무추진활동

7,000  ㅇ조사담당관업무수행

1,000,000원*4분기 4,000    .조사활동

750,000원*4분기 3,000    .부조리신고및사정활동

40,376(11-1233-121-201-01) 일반운영비

13,550  ㅇ민원조사활동지원비

386,500원*12월 4,638    .민원관련서식유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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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66원*12회 4,952    .민원서식, 보고서(정기보고)유인

330,000원*12월 3,960    .민원조사 업무계획서유인

5,040  ㅇ시민감사관 활동지원

504,000원*10월 5,040    .시민감사관 업무편람 등

15,000  ㅇ민원처리사례집 발간

8,000원*1000부 8,000    .인쇄비

2,800,000원*1회 2,800    .표지기획 및 디자인료

3,500원*1,200매 4,200    .원고료

1,113  ㅇ민원조사자료구입비

6,139원*6속*12월*1회 443    .사진필름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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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000원*2권 268    .민원조사용지번도지도구입1/5000구입(상,하)

2,500  ㅇ번역, 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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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원*6명*2회 600  ㅇ민원조정위원회 수당

2,573  ㅇ민원창구 환경개선

391,000원*2회 782    .민원실 비치도서 구입

149,250원*12월 1,791    .민원실환경미화

34,500(11-1233-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300  ㅇ민원조사담당관 업무수행

250,000원*4분기 1,000    .집단시위.농성민원 업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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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원*4분기 1,600    .민원조사활동유공공직자격려

300,000원*4분기 1,200    .내방민원접대(자판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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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0,000원*4분기 11,200  ㅇ시민감사관 업무수행

3,000(11-1233-121-301-09) 행사실비보상금

50,000원*10명*6회 3,000  ㅇ시민감사참여 실비보상금

5,000(11-1233-121-301-11) 기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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