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5
20052004 2006

2004

감사관 4068,099 7,693

전략목표 1: 성과감사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 2525 0

성과목표 1-1: 주요시책사업의 지원감사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모 2525 0

-시책사업 점검 건수 4건 3건 2건 시책사업 점검 건수 확인

-수범사례 발굴 건수 50 70 75 수범사례 발굴실적 확인

-제도개선사항 발굴 건수 50건 55건 60건 제도개선사항 발굴실적 확인

성과목표 1-2: 감사직무교육 활성화로 감사활동 역량 강화 00 0

-자체직무교육 및 워크샵 개최 4회 4회 4회 자체 교육 및 워크샵 실시 횟수 확인

전략목표 2: 부조리 사전 예방기능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85387 302

성과목표 2-1: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로 비리발생 요인의 근본적 차단 00 0

-일상감사 실시 건수 8건 10건 10건 일상감사 건수 확인

-시민(주민)감사결과 제도개선 건수 12건 12건 12건 제도개선 발굴건수 확인

성과목표 2-2: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성 제고 00 0

-공무원 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결과 적출사항 이행률 93% 93.5% 94% 조사결과 징계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 확인

감사관1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5
20052004 2006

2004

성과목표 2-3: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착·발전을 통한 시정 청렴도 개선 -47182 229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문서입력 지연비율 10%이내 9.5%이내 9.5%이내 문서입력건수 대비 지연건수 비율

-반부패지수 조사결과 71.5점 72점 72.5점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사자료 확인

성과목표 2-4: 건전하고 투명한 재산등록관리로 공직윤리 확립 132205 73

-공직자 재산등록 보완지시율 14%미만 13%미만 12%미만 신고내용과 조회결과를 대조·심사하여 불성
실 신고자 비율 확인

전략목표 3: 시민생활의 안정성 및 편의증진 822 13

성과목표 3-1: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안전저해 요인 사전 해소 00 0

-안전감사결과 제시된 대안 이행률 93% 94% 94% 제시된 대안 이행률 확인

성과목표 3-2: 시민불편사항 점검·견문강화로 시민생활 편의증진 822 13

-시민불편사항 점검결과 시정조치 93% 93.5% 94% 점검결과 시정조치사항 확인

-견문 적출사항 처리 이행률 87% 87.5% 자체순찰 등 적출된 시민불편사항 처리건수 
비율

성과목표 3-3: 적극적·능동적인 민원처리로 시민고충 민원처리수준 향상 00 0

-처리기간 준수율 80% 82% 84% (처리기간 준수건수/접수건수)×100

-고충민원 해소율 58% 60% 62% 접수민원중 민원 해소율 확인

-고충민원처리 시민만족도 69점 70점 71점 시민만족도 조사(자체)

전략목표 9: 일반예산 2877,665 7,378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2877,665 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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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감사관 7,692,870 8,098,859 405,989

성과감사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전략목표 : 0 25,000 25,000

주요시책사업의 지원감사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모

성과목표 : 0 25,000 2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시책사업 점검 건수 4건 3건 2건 시책사업 점검 건수 확인

수범사례 발굴 건수 50 70 75 수범사례 발굴실적 확인

제도개선사항 발굴 건수 50건 55건 60건 제도개선사항 발굴실적 확인

0108 성과감사기법 연구용역 0 25,000 25,000

25,000(11-1231-220-207-01) 용역비

25,000,000원*1식 25,000  ㅇ성과감사의 감사틀 연구용역  

부조리 사전 예방기능 강화로 행정의 투명
성 제고

전략목표 : 301,800 386,868 85,068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착·발전을 통한 시정 
청렴도 개선

성과목표 : 229,000 182,000 -47,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문서입력 지연비율 10%이내 9.5%이내 9.5%이내 문서입력건수 대비 지연건수 비율

반부패지수 조사결과 71.5점 72점 72.5점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사자료 확인

0101 반부패지수 조사 132,000 132,000 0

132,000(11-1231-220-307-05) 민간위탁금

12,000명*11,000원 132,000  ㅇ시민 여론조사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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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시상 97,000 50,000 -47,000

17,000(11-1231-122-303-01) 포상금

17,000  ㅇ우수기관 시상  

5,000,000원*1개 5,000    ·최 우 수  

3,000,000원*2개 6,000    ·우     수  

2,000,000원*3개 6,000    ·장     려  

33,000(11-1231-220-307-05) 민간위탁금

33,000,000원*1식 33,000  ㅇ부패방지시책 평가실시  

건전하고 투명한 재산등록관리로 공직윤리
확립

성과목표 : 72,800 204,868 132,068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공직자 재산등록 보완지시율 14%미만 13%미만 12%미만 신고내용과 조회결과를 대조·심사하여 불성실 신고
자 비율 확인

010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72,800 204,868 132,068

158,368(11-1232-122-201-01) 일반운영비

27,300  ㅇ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100,000원*10회 21,000    ·재산등록신고서식, 회의자료 등  

70,000원*9명*10회 6,300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  

1,510원*4,000명*4.34명*5통 131,068  ㅇ금융거래 정보제공 실통보 우송료  

20,000(11-1232-122-301-07) 민간인해외여비

20,000,000원*1식 20,000  ㅇ위원 해외연수 및 세미나 참석  

26,500(11-1232-122-301-11) 기타보상금

26,500  ㅇ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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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00    ·위원 심사활동비  

250,000원*1명*10회 2,500      -위 원 장  

50,000원*2명*10회 1,000      -내부위원  

150,000원*6명*10회 9,000      -외부위원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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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의 안정성 및 편의증진전략목표 : 13,420 21,845 8,425

시민불편사항 점검·견문강화로 시민생활 
편의증진

성과목표 : 13,420 21,845 8,425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4 20062005

시민불편사항 점검결과 시정조치 93% 93.5% 94% 점검결과 시정조치사항 확인

견문 적출사항 처리 이행률 87% 87.5% 자체순찰 등 적출된 시민불편사항 처리건수 비율

0207 환경순찰 견문보고 평가·시상 0 21,845 21,845

8,088(11-1232-122-201-01) 일반운영비

600원*10,000부 6,000  ㅇ환경순찰 수첩 제작구매  

1,800원*30통*12월 648  ㅇ칼라필름 구매  

4,000원*30통*12월 1,440  ㅇ속성사진 현상 및 인화  

2,757(11-1232-122-301-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757  ㅇ공익근무요원 운영  

37,000원*1명*12월 444    ·공익근무요원 봉급  

453,000원*1명 453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55,000원*1명*12월 1,860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등  

11,000(11-1232-122-303-01) 포상금

7,000  ㅇ우수부서 시상  

1,500,000원*1개부서*2회 3,000    ·최우수 부서  

1,000,000원*2개부서*2회 4,000    ·우수 부서  

100,000원*20명*2회 4,000  ㅇ우수공무원 시상  

일반예산전략목표 : 7,377,650 7,665,146 287,496

일반예산성과목표 : 7,377,650 7,665,146 287,496

성과지표 :  검증방법 :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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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1 인건비 6,260,070 6,537,608 277,538

3,362,104(11-1231-110-101-01) 기본급

3,362,104  ㅇ인건비  

2,424,978    ·일반직(114명)  

67,000,000원*1명*1.022 68,474      -2급  

2,332,100원*2명*12월*1.024 57,314      -4급  

2,060,600원*15명*12월*1.024 379,810      -5급  

1,750,600원*67명*12월*1.024 1,441,262      -6급  

1,341,700원*29명*12월*1.024 478,118      -7급  

121,461    ·기능직(9명)  

1,321,700원*3명*12월*1.024 48,724      -8급  

1,082,500*4명*12월*1.024 53,208      -9급  

794,600원*2명*12월*1.024 19,529      -10급  

2,477,965,000원*1/6 412,995    ·기말수당  

2,477,965,000원*1/12*1.95 402,670    ·정근수당  

993,124(11-1231-110-101-02) 수당

993,124  ㅇ수당  

640,361    ·초과근무수당  

608,164      -일반직  

8,506원*15명*55시간*12월*1.024 86,231       =5급  

7,216원*67명*55시간*12월*1.024 326,750       =6급  

6,475원*29명*55시간*12월*1.024 126,906       =7급  

7,216원*14명*55시간*12월*1.024 68,277       =기강감찰 파견직원 등  

32,197      -기능직  

5,802원*3명*55시간*12월*1.024 11,764       =8급  

5,204원*4명*55시간*12월*1.024 14,069       =9급  

4,708원*2명*55시간*12월*1.024 6,364       =10급  

34,527    ·자녀학비 보조수당  

48,000원*123명*4회*0.17 4,015      -중학교  

364,800원*123명*4회*0.17 30,512      -고등학교  

80,886    ·가족수당  

30,000원*123명*12월*0.82 36,310      -배우자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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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123명*12월*1.51 44,576      -기타가족  

145,200    ·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40명*12월 62,400      -25년 이상  

110,000원*30명*12월 39,600      -20년 - 25년 미만  

80,000원*28명*12월 26,880      -15년 - 20년 미만  

60,000원*16명*12월 11,520      -10년 - 15년 미만  

50,000원*8명*12월 4,800      -5년 - 10년 미만  

19,200    ·특수업무 수당  

9,000      -기술업무수당  

50,000원*3명*12월 1,800       =5급이상  

30,000원*20명*12월 7,200       =6급-7급  

8,400      -기술업무수당가산금  

50,000원*3명*12월 1,800       =기술자격증수당(기술사)  

30,000원*15명*12월 5,400       =기술자격증수당(기사1급)  

20,000원*5명*12월 1,200       =기술자격증수당(기사2급)  

50,000원*3명*12월 1,800      -전산업무수당  

57,314,000원*11% 6,305    ·관리업무 수당  

2,477,965,000*6%*0.42 62,445    ·대우공무원수당  

50,000원*7명*12월 4,200    ·모범공무원 수당  

191,880(11-123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123명*12월 191,880  ㅇ정액급식비  

191,280(11-1231-110-101-04) 교통보조비

191,280  ㅇ교통비  

140,000원*17명*12월 28,560    ·4급 및 5급 교통보조비  

130,000원*96명*12월 149,760    ·6급 및 7급 교통보조비  

120,000원*9명*12월 12,960    ·8급이하 교통보조비  

309,746(11-1231-110-101-05) 명절휴가비

2,477,965,000원*1/12*150% 309,746  ㅇ명절휴가비  

516,243(11-1231-110-101-06) 가계지원비

516,243  ㅇ가계지원비  

2,477,965,000원*1/12*250% 516,243    ·일반대상자  

148,412(11-1231-110-101-07) 연가보상비

148,412  ㅇ연가보상금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5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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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4,000*1/12*1/24*20일*0.85*53% 2,143    ·연봉제  

2,477,965,000원*1/12*1/24*20일*0.85 146,269    ·월급제  

66,465(11-1231-110-101-08) 기타직보수

66,465  ㅇ기타직 보수  

66,465    · 비전임계약직(3명) 급여  

22,155,000원*3명 66,465      - 가급  

27,100(11-123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21,640원*263일*4명 22,766  ㅇ저소득자녀부업알선비  

2,300원*263일*4명 2,420  ㅇ중식비  

21,640원*263일*4명*84.05/1,000 1,914  ㅇ4대보험료  

117,704(11-1231-121-303-01) 포상금

2,477,965,000원*1/12*57% 117,704  ㅇ성과상여금  

490,349(11-1231-121-304-01) 연금부담금

386,422  ㅇ 연금 부담금  

68,474,000원*0.73*11.076% 5,537    ·연봉제  

3,438,830,000원*11.076% 380,885    ·월급제  

97,577  ㅇ 퇴직수당  

68,474,000원*0.73*2.7968% 1,399    ·연봉제  

3,438,830,000원*2.7968% 96,178    ·월급제  

6,350  ㅇ재해보상 부담금  

68,474,000원*0.73*0.182% 91    ·연봉제  

3,438,830,000원*0.182% 6,259    ·월급제  

120,210(11-123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120,210  ㅇ 건강보험 부담금  

68,474,000원*2.105% 1,442    ·연봉제  

5,642,172,000원*2.105% 118,768    ·월급제  

2,991(11-1231-121-307-07) 연금지급금

66,465,000원*4.5% 2,991  ㅇ비전임계약직 국민연금 등  

9902 기본경비 1,117,580 1,127,538 9,958

253,436(11-1231-121-201-01) 일반운영비

59,732  ㅇ공통기본경비  

1,167    ·기본사무용품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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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114명 1,140      -사무직  

3,000원*9명 27      -기타직  

30,000원*114명 3,420    ·기본사무용종이류구입비  

5,000원*123명 615    ·소규모수선비  

50,000원*15팀 750    ·도서구입비  

240,000원*137명 32,880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0,900    ·행정장비수리비  

400,000원*40대 16,000      -모사전송기, 프린터  

400,000원*10대 4,000      -복사기  

150,000원*6대 900      -잉크  

90,86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90,860,000원 90,860    ·기타업무추진급량비  

60,040  ㅇ인쇄비  

5,260,000원*4분기 21,040    ·업무보고 및 기본계획유인등  

3,000,000원*4회 12,000    ·기획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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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원*1,000부 15,000    ·감사(연보,사례집,업무편람) 제작 등  

8,400  ㅇ위원회 수당  

70,000원*8명*15회 8,400    ·감사자문, 징계조정사전심의위원회 등  

34,404  ㅇ현장점검 운영 등  

1,800원*50통*12월 1,080    ·사진필름 구입  

4,000원*50통*12월 2,400    ·사진필름 현상 및 인화  

4,000원*20통*12월 960    ·속성사진 현상료  

1,000,000원*2회*4개국어 8,000    ·OPEN시스템 홍보물 등 번역료  

150,000원*6명*15회 13,500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60,000원*5명*15회 4,500    ·자료수집비  

150,000원*4명 600    ·실무자 교육등 강사료  

100,000원*10점 1,000    ·안전감사 점검장비 구입  

100,000원*10점 1,000    ·기강감사 감찰장비 구입  

125,000원*4회 500    ·방석, 응접세트등 세탁비  

12,000원*6부*12월 864    ·석간신문 가판 구독  

206,500(11-1231-121-202-01) 국내여비

420,000원*123명 51,66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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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40,000원 154,84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15,440(11-123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440  ㅇ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0,000원*1명 9,000    ·2급  

3,220,000원*2명 6,440    ·4급  

106,200(11-123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70,000원*4분기 5,480  ㅇ감사자료수집활동  

642,000원*4분기 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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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 특별감사활동  

10,952,000원 10,952    ·유관기관 정보교류활동 지원  

9,000,000원 9,000  ㅇ여론정보수집 활동  

1,250,000원*4분기 5,000  ㅇ시민감사청구 업무수행  

2,800,000원*4분기 11,200  ㅇ시민감사관 업무수행  

10,980(11-123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98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원*2과*12월)+(5,000원*63명*12월) 10,980    ·부서운영2개부서  

34,200(11-123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34,200  ㅇ직책급 업무추진비  

650,000원*1명*12월 7,800    ·2급 (보조기관)  

350,000원*2명*12월 8,400    ·4급 (보조기관)  

100,000원*15명*12월 18,000    ·5급 (보조기관)  

246,840(11-1231-121-204-02) 직급보조비

246,840  ㅇ직급 보조비  

650,000원*1명*12월 7,800    ·2급  

400,000원*2명*12월 9,600    ·4급  

250,000원*15명*12월 45,000     ·5급  

155,000원*67명*12월 124,620    ·6급  

140,000원*29명*12월 48,720    ·7급  

105,000원*7명*12월 8,820    ·기능8~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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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원*2명*12월 2,280    ·기능10급  

165,528(11-123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105명*12월 63,000  ㅇ대민활동비  

102,528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000원*1명*12월 1,440    ·2급  

72,000원*17명*12월 14,688    ·4~5급  

60,000원*105명*12월 75,600    ·6급이하  

60,000원*15명*12월 10,800    ·6급이하(지원,파견)  

2,100(11-1231-121-301-09) 행사실비보상금

70,000원*5명*6회 2,100  ㅇ시민감사참여 실비보상금  

8,100(11-1231-121-301-11) 기타보상금

150,000원*9명*6회 8,100  ㅇ감사자문위원회 운영(외부위원) 등  

1,300(11-1231-121-310-02) 국제부담금

1,300,000원*1년 1,300  ㅇ국제투명성위원회부담금  

35,614(11-1232-121-201-01) 일반운영비

22,050  ㅇ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750,000원*5종*2회 7,500    ·교육자료 및 보고서인쇄  

100,000원*5종*2부 1,000    ·각종대장 인쇄  

386,500원*12월 4,638    ·민원관련 서식 인쇄  

412,666원*12월 4,952    ·민원관련 정기보고서 인쇄  

330,000원*12월 3,960    ·민원조사 업무계획서 인쇄  

7,320  ㅇ환경순찰지원경비  

1,800원*50통*12월 1,080    ·사진필름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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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10종*12월 1,440    ·석간신문 가판구독  

5,404  ㅇ조사활동 지원  

6,140원*6속*12월 443    ·사진필름구입  

134원*10통*25매*12월 402    ·사진필름 현상 및 인화  

134,000원*2권 268    ·조사용 도면(지번도) 구입  

25,000원*10건*10회 2,500    ·외국어 진정 번역료  

149,250원*12월 1,791    ·민원실 환경미화 및 도서구입  

840  ㅇ위원회 수당  

70,000원*6명*2회 840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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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0(11-123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0원*4분기 8,000  ㅇ공직자재산조사활동  

3,500,000원*4분기 14,000  ㅇ조사업무추진활동  

14,300  ㅇ조사담당관업무수행  

1,000,000원*4분기 4,000    ·조사활동  

750,000원*4분기 3,000    ·부조리신고및사정활동  

250,000원*4분기 1,000    ·집단시위 및 농성민원 업무추진  

1,400,000원*4분기 5,600    ·고질민원과 대화운영 조사업무  

175,000원*4분기 700    ·민원조사활동 유공공직자 격려  

5,000(11-1232-121-301-11) 기타보상금

5,000  ㅇ기타보상금  

5,000,000원*1식 5,000    ·취약분야 부조리시민신고 시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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