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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  
개    요

□ 조  직 : 3담당  (감사담당 , 조사담당 , 민원담당 )

□ 인  력 : 132명 (2  1명, 4  3명, 5 이하 128명)

□   산                                                                                             (단  : 백만원)

구    분 2006 2005 증    감% % %

일반회계

계 8,893 100 8,099 100 794 9.8

인 건 비 7,247 81.5 6,537 80.7 710 10.9

기본경비 1,198 13.5 1,128 13.9 70 6.2

사 업 비 448 5.0 434 5.4 14 3.2

기    타 - - - - - -

기 임무

  맑고 깨끗한 투명시정, 효율 인 경 시정, 사고없는 안 시정 구

목표달성지표

구       분 단 2005 2006 2007 2008 2009

시정 리

∘ 청렴지수 조사결과 향상정도 78 79 80 81 82

∘ 공직자 재산등록 보완 지시율 % 8%미만 7.5%미만 7%미만 6.5%미만 6%미만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감  사  

목표체계                                               산규모  

                          (단 :백만원)

8,893

략 Ⅰ : 성과감사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0.6%)

략 Ⅲ : 안 ․불편사항 검

강화로 시민생활 편의

증진  안 시정 구

(0.2%)

략 Ⅱ : 부조리 사 방 기능강화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4.2%)

일반 산 (95.0%)

『 략목표Ⅰ』

성과감사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

  ⇒ 성과목표 2, 주요사업 1

(감사담당 )

략목표  3건

성과목표  9건

주요사업  6건

『 략목표Ⅱ』

부조리 사 방기능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성과목표 4,  주요사업 4

(감사․조사담당 )

『 략목표Ⅲ』

안 ․불편사항 검강화로

시민생활 편의증진  안

시정 구

  ⇒ 성과목표 3,  주요사업 1
(조사담당 )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회계년도 : 2006,   본예산 확정)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6
20062005 2007

2005

794 8,893 8,099감사관

25 50 25전략목표 1: 성과감사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

25 50 25성과목표 1-1: 주요시책사업의 지원감사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모

-시책사업 점검 건수 3건 2건 2건 시책사업 점검 건수 확인

-수범사례 발굴 건수 35건 35건 35건 수범사례 발굴실적 확인

-일반감사결과 제도개선사항 발굴 건수 70건 75건 80건 제도개선사항 발굴실적 확인

0 0 0성과목표 1-2: 감사직무교육 활성화로 감사활동 역량 강화

-자체직무교육 및 워크샵 개최 4회 4회 4회 실시 횟수 확인

-11 376 387전략목표 2: 부조리 사전 예방기능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38 38 0성과목표 2-1: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로 비리발생 요인의 근본적 차단

-일상감사 실시 건수 10건 10건 10건 일상감사 건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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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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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결과 적출사항 이행률 93.5% 94% 94.5% 조사결과 징계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 확인

1 감사관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6
20062005 2007

2005

6 188 182성과목표 2-3: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착·발전을 통한 시정의 청렴도 개선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문서입력 지연비율 9.5%이내 9%이내 8%이내 문서입력건수 대비 지연건수 비율

-청렴지수 78점 79점 80점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사자료

-55 150 205성과목표 2-4: 건전하고 투명한 재산등록관리로 공직윤리 확립

-공직자 재산등록 보완지시율 8%미만 7.5%미만 7%미만 신고내용과 조회결과를 대조·심사하여 불성
실 신고자 비율 확인

0 22 22전략목표 3: 안전·불편사항 점검 강화로 시민생활 편의 증진 및 안전시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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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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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2 22성과목표 3-2: 시민불편사항 점검·견문강화로 시민생활 편의증진

-시민불편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대안 이행률 93.5% 94% 94.5% 점검결과 시정조치사항 확인

-견문 적출사항 처리 이행률 87% 87.5% 88% 자체순찰 등 적출된 시민불편사항 처리건수 
비율

0 0 0성과목표 3-3: 적극적·능동적인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처리기간 준수율 82% 84% 86% (처리기간 준수건수/접수건수)×100

-고충민원처리 시민만족도 70점 71점 72점 시민만족도 조사(자체)

-처리소요일수(처리기간 평균) 6.2일 6일 5.8일 처리소요일수 분석

780 8,445 7,665전략목표 9: 일반예산

780 8,445 7,665성과목표 9-9: 일반예산

2 감사관



성 과 단 명 세 서



감사관 8,098,859 8,892,958 794,099

성과감사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전략목표 : 25,000 50,000 25,000

주요시책사업의 지원감사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모

성과목표 : 25,000 50,000 25,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시책사업 점검 건수 3건 2건 2건 시책사업 점검 건수 확인

수범사례 발굴 건수 35건 35건 35건 수범사례 발굴실적 확인

일반감사결과 제도개선사항 발굴 건수 70건 75건 80건 제도개선사항 발굴실적 확인

0108 성과감사기법 연구용역 25,000 50,000 25,000

50,000(11-1231-220-207-01) 용역비

50,000  ㅇ성과감사기법 연구용역

50,000,000원 50,000    ·학술용역비

부조리 사전 예방기능 강화로 행정의 투명
성 제고

전략목표 : 386,868 376,035 -10,833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로 비리발생 요
인의 근본적 차단

성과목표 : 0 37,746 37,74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일상감사 실시 건수 10건 10건 10건 일상감사 건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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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2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0 37,746 37,746

7,546(11-1231-121-201-01) 일반운영비

7,546  ㅇ일반운영비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5

1 감사관



10000*300개 3,000    · 워크샵 기념품 구매

60,000원*3개 180    · 워크샵 프래카드 제작

4,000원*200부 800    · 워크샵 자료집 발간

1,000,000원*3대 3,000    · 워크샵 차량 임차료

220,000원*2명 440    · 워크샵 강사료

63,000원*2명 126    · 워크샵 원고료

5,200(11-1231-121-301-12) 기타보상금

5,200  ㅇ우수기관 및 직원 시장 표창

1,000,000원*4개기관 4,000    · 우수기관

100,000원*12명 1,200    · 우수직원

25,000(11-1231-122-307-05) 민간위탁금

25,000  ㅇ공직기강 애니메이션 제작

25,000,000원 25,000    ·애니메이션 업데이트작업 등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착·발전을 통한 시정
의 청렴도 개선

성과목표 : 182,000 188,000 6,0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문서입력 지연비율 9.5%이내 9%이내 8%이내 문서입력건수 대비 지연건수 비율

청렴지수 78점 79점 80점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사자료

0101 청렴지수 조사 132,000 138,000 6,000

138,000(11-1231-220-307-05) 민간위탁금

12,000명*11,500원 138,000  ㅇ시민 여론조사 경비

0107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시상 50,000 5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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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5

2 감사관



33,000  ㅇ부패방지시책 평가

33,000,000원 33,000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

건전하고 투명한 재산등록관리로 공직윤리
확립

성과목표 : 204,868 150,289 -54,57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공직자 재산등록 보완지시율 8%미만 7.5%미만 7%미만 신고내용과 조회결과를 대조·심사하여 불성실 신고
자 비율 확인

010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204,868 150,289 -54,579

130,289(11-1232-122-201-01) 일반운영비

70,000원*9명*10회 6,300  ㅇ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2,100,000원*10회 21,000  ㅇ재산등록 신고서식, 회의자료등

2,000원*2,085명*4.34명*5통 90,489  ㅇ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 우송료

12,500  ㅇ위원 심사활동비

250,000원*1명*10회 2,500    ·위 원 장

50,000원*2명*10회 1,000    ·내부위원

150,000원*6명*10회 9,000    ·외부위원

20,000(11-1232-122-301-07) 민간인해외여비

20,000,000원 20,000  ㅇ위원 해외연수 및 세미나 참석

안전·불편사항 점검 강화로 시민생활 편의 
증진 및 안전시정 구현

전략목표 : 21,845 22,174 329

시민불편사항 점검·견문강화로 시민생활 
편의증진

성과목표 : 21,845 22,174 329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시민불편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대안 이행률 93.5% 94% 94.5% 점검결과 시정조치사항 확인

견문 적출사항 처리 이행률 87% 87.5% 88% 자체순찰 등 적출된 시민불편사항 처리건수 비율

0207 환경순찰 견문보고 평가·시상 21,845 22,174 329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5

3 감사관



8,930(11-1232-122-201-01) 일반운영비

700원*10,000부 7,000  ㅇ환경순찰 수첩 제작구매

1,930  ㅇ디지털카메라 소모품구매 및 인화료

4,000원*30통*12월 1,440    ·인화료

1,360원*30통*12월 490    ·전지구매

2,244(11-1232-122-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244  ㅇ공익근무요원 운영

47,000원*1명*12월 564    ·공익근무요원 봉급

40,000원*1명*12월 480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100,000원*1명*12월 1,200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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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65,146 8,444,749 779,603

일반예산성과목표 : 7,665,146 8,444,749 779,603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5 20072006

9901 인건비 6,537,608 7,247,344 709,736

3,802,837(11-1231-110-101-01) 기본급

3,802,837  ㅇ인건비

2,790,733    ·일반직(122명)

72,367,000원*1명*0.94*1.055 71,767      -2급

62,045,000원*3명*0.87*1.055 170,845      -4급

2,135,700원*16명*12월*1.045 428,507      -5급

1,792,600원*69명*12월*1.045 1,551,066      -6급

1,373,900원*33명*12월*1.045 568,548      -7급

127,063    ·기능직(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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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00원*3명*12월*1.045 51,950      -8급

1,108,500*4명*12월*1.045 55,603      -9급

777,900원*2명*12월*1.045 19,510      -10급

2,675,184,000원*1/6 445,864    ·기말수당

2,675,184,000원/12*1.97 439,177    ·정근수당

1,045,642(11-1231-110-101-02) 수당

1,045,642  ㅇ수당

683,828    ·초과근무수당

647,445      -일반직

9,088원*16명*57시간*12월*1.045 103,935       =5급

7,711원*69명*57시간*12월*1.045 380,306       =6급

6,919원*33명*57시간*12월*1.045 163,204       =7급

36,383      -기능직

6,200원*3명*57시간*12월*1.045 13,295       =8급

5,560원*4명*57시간*12월*1.045 15,897       =9급

5,030원*2명*57시간*12월*1.045 7,191       =10급

41,546    ·자녀학비 보조수당

54,000원*131명*4회*0.18 5,094      -중학교

409,200원*131명*4회*0.17 36,452      -고등학교

84,417    ·가족수당

30,000원*131명*12월*0.81 38,200      -배우자

20,000원*131명*12월*1.47 46,217      -기타가족

136,320    ·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37명*12월 57,720      -25년 이상

110,000원*21명*12월 27,720      -20년 - 25년 미만

80,000원*33명*12월 31,680      -15년 - 20년 미만

60,000원*15명*12월 10,800      -10년 - 15년 미만

50,000원*14명*12월 8,400      -5년 - 10년 미만

17,280    ·특수업무 수당

14,880      -기술업무수당

50,000원*3명*12월 1,800       =5급이상

30,000원*21명*12월 7,560       =6급-7급

50,000원*1명*12월 600       =기술자격증수당(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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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9명*12월 3,240       =기술자격증수당(기사1급)

20,000원*7명*12월 1,680       =기술자격증수당(기사2급)

50,000원*4명*12월 2,400      -전산수당(3년이상)

2,675,184,000*6%*0.49 78,651    ·대우공무원수당

50,000원*6명*12월 3,600    ·모범공무원 수당

205,920(11-123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132명*12월 205,920  ㅇ정액급식비

198,960(11-1231-110-101-04) 교통보조비

198,960  ㅇ교통비

140,000원*16명*12월 26,880    ·5급 교통보조비

130,000원*102명*12월 159,120    ·6,7급 교통보조비

120,000원*9명*12월 12,960    ·8급이하 교통보조비

334,398(11-1231-110-101-05) 명절휴가비

222,932,000원*150% 334,398  ㅇ명절휴가비

557,330(11-1231-110-101-06) 가계지원비

557,330  ㅇ가계지원비

222,932,000원*250% 557,330    ·일반대상자

98,029(11-1231-110-101-07) 연가보상비

98,029  ㅇ연가보상금

23,274,750*1/24*10일*1*53% 5,140    ·연봉제

222,932,000*1/24*10일*1 92,889    ·월급제

105,850(11-1231-110-101-08) 기타직보수

105,850  ㅇ기타직 보수

36,685    · 계약직(1명) 급여

34,673,000원*1명*1.058 36,685      - 나급

57    ·자녀학비보조

54,000원*1명*4회*0.03 7      -중학교

409,200*1명*4회*0.03 50      -고등학교

312    ·가족수당

30,000원*1명*12회*0.39 141      -배우자

20,000원*1명*12회*0.71 171      -기타가족

36,685,000원*58%*0.5*1.5/192*57시간 4,738    ·시간외수당

64,058    ·비전임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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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3,000원*3명*1.045 64,058      -기본급(연봉)

34,834(11-123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34,834  ㅇ일시사역인부임

34,834    ·저소득자녀

23,482원*5명*251일 29,470      -인부임

2,300원*5명*251일 2,887      -중식비

23,482원*5명*251일*84.05/1,000 2,477      -4대보헙료

178,346(11-1231-121-303-01) 포상금

222,932,000원*80% 178,346  ㅇ성과상여금

550,232(11-1231-121-304-01) 연금부담금

550,232  ㅇ 연금 부담금

421,169    ·연금 부담금

3,696,545,000원*10.798% 399,153      -일반대상자

279,297,000원*0.73*10.798% 22,016      -연봉제(계약직 포함)

118,492    ·퇴직수당부담금

3,696,545,000원*3.0379% 112,298      -일반대상자

279,297,000원*0.73*3.0379% 6,194      -연봉제(계약직포함)

10,571    ·재해보상부담금

3,696,545,000원*0.271% 10,018      -일반대상자

279,297,000원*0.73*0.271% 553      -연봉제(계약직 포함)

132,083(11-123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132,083  ㅇ 건강보험 부담금

5,995,364,000원*2.105% 126,203    ·일반대상자

279,297,000원*2.105% 5,880    ·연봉제(계약직 포함)

2,883(11-1231-121-307-07) 연금지급금

64,058,000원*4.5% 2,883  ㅇ비전임계약직 국민연금 등

9902 기본경비 1,127,538 1,197,405 69,867

248,281(11-1231-121-201-01) 일반운영비

62,587  ㅇ공통기본경비

1,257    ·기본사무용품구입비

10,000원*123명*1 1,230      -사무직

3,000원*9명 27      -기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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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123명*1 3,690    ·기본사무용종이류구입비

5,000원*132명*1 660    ·소규모수선비

50,000원*16팀*1 800    ·도서구입비

240,000원*147명*1 35,280    ·기본업무추진급량비

20,900    ·행정장비수리비

400,000원*50대*1 20,000      -프린터,복사기 등

150,000원*6대*1 900      -잉크,도트

87,89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87,890,000원 87,890    ·기타업무추진급량비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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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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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540(11-1231-121-202-01) 국내여비

420,000원*132명 55,440  ㅇ기본업무추진여비

151,100,000원 151,100  ㅇ기타업무추진여비

18,660(11-123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660  ㅇ기관운영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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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원*1명 9,000    ·2급

3,220,000원*3명 9,660    ·4급

90,000(11-123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00  ㅇ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70,000원*4분기*1 5,480    ·감사자료수집활동

642,000원*4분기 2,568    ·외부기관 감사지원 활동

5,000,000원*4분기 20,000    ·주요감사시책추진

3,000,000원*4분기 12,000    ·동향파악활동

5,000,000원*2회 10,000    ·사이버 감사 업무추진

5,000,000원*4분기 20,000    ·종합감사활동

10,952,000원 10,952    ·유관기관 정보교류활동 지원

9,000,000원 9,000    ·여론정보수집 활동

15,120(11-1231-121-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120  ㅇ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000원*3*12회 12,600    ·정원30인초과

5,000원*42*12회 2,520    ·초과인원 추가분

40,800(11-123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40,800  ㅇ직책급 업무추진비

750,000원*1명*12월 9,000    ·2급 (국장)

350,000원*3명*12월 12,600    ·4급 (과장)

100,000원*16명*12월 19,200    ·5급 (팀장)

269,280(11-1231-121-204-02) 직급보조비

269,280  ㅇ직급 보조비

750,000원*1명*12월 9,000    ·2급

400,000원*3명*12월 14,400    ·4급

250,000원*16명*12월 48,000     ·5급

155,000원*69명*12월 128,340    ·6급(등급)

140,000원*33명*12월 55,440    ·7급(등급)

105,000원*7명*12월 8,820    ·8,9급(등급)

95,000원*2명*12월 2,280    ·10등급

250,000원*1명*12월 3,000    ·계약나급

176,496(11-123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112명*12월 67,200  ㅇ대민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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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96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000원*1명*12월 1,440    ·2급

72,000원*19명*12월 16,416    ·4~5급

60,000원*112명*12월 80,640    ·6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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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0(11-1231-121-301-12) 기타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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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231-121-303-01) 포상금

100,000*20명 2,000  ㅇOPEN시스템 우수공무원 시상

1,300(11-1231-121-310-02) 국제부담금

1,300,000원*1년 1,300  ㅇ국제투명성위원회부담금

16,820(11-1232-121-201-01) 일반운영비

8,500  ㅇ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750,000원*5종*2회 7,500    ·교육자료 및 보고서인쇄

100,000원*5종*2부 1,000    ·각종대장 인쇄

8,320  ㅇ환경순찰지원경비

500원*2,000부 1,000    ·환경순찰기록수첩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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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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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11-1232-121-301-12) 기타보상금

10,000  ㅇ기타보상금

10,000,000원*1식 10,000    ·취약분야 부조리시민신고 시상금 등

25,678(11-1233-121-201-01) 일반운영비

25,678  ㅇ일반운영비

18,238    ·인쇄비및 유인물제작비

386,500원*12월 4,638      -민원관련 서식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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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12월*1 3,600      -민원조사 업무계획서 인쇄

10,000원*1,000부*1회*1 10,000      -민원처리실태 사례집 인쇄

4,720    ·민원조사활동 지원

100,000원*4팀*1 400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 구매

210원*1,000매*12월*1 2,520      -사진 인화

150,000원*4팀*1 600      -민원조사용 지번도지도구입1/5

100,000원*12월*1 1,200      -민원조사 관련 도서구입

2,720,000원 2,720    ·고충처리시민만족도조사 유인물 제작

29,000(11-1233-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000  ㅇ업무추진비

29,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000원*4분기 2,200      -집단시위,농성민원 업무추진

1,500,000원*4분기 6,000      -고질민원과 대화운영 조사업무

1,000,000원*4분기 4,000      -민원조사활동 유공공직자 격려

1,500,000원*4분기 6,000      -민원조사활동 및 집단민원 처리

2,700,000원*4분기 10,800      -시민감사 업무수행

6,330(11-1233-121-301-10) 행사실비보상금

70,000원*5명* 3회 1,050  ㅇ 시민감사참여 실비보상금

5,280,000원 5,280  ㅇ 고충처리시민만족도 조사원 실비보상금

4,000(11-1233-121-303-01) 포상금

4,000  ㅇ포상금

4,000    ·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금

500,000원*1*2회 1,000      -최우수부서

300,000원*5*2회 3,000      -우수부서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6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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