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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사  관
개    요

□ 조  직 : 3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민원담당관)

□ 인  력 : 134명 (2급 1명, 4급 3명, 5급이하 128명 계약직 2명)

□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6 증    감% % %

일반회계

계 9,298 100 8,893 100 405 4.6

인 건 비 7,596 81.7 7,247 81.5 349 4.8

기본경비 1,254 13.5 1,198 13.5 56 4.7

사 업 비 448 4.8 , 448 5.0 - -

기    타 - - - - - -

기관임무

  맑고 깨끗한 투명시정, 효율적인 경 시정, 사고없는 안전시정 구현

목표달성지표

구       분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시정관리

∘ 공직자 재산등록 보완 지시율 % 7.5%미만 7% 미만 6.5%미만 6%미만 5.5%미만

∘ 고충민원처리 시민만족도 점 71점 72점 73점 74점 75점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감  사  관

목표체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9,298

전략 Ⅰ : 성과감사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 (0.1%)

전략 Ⅲ : 안전․불편사항 점검

강화로 시민생활 편의

증진 및 안전시정 구현

(0.8%)

전략 Ⅱ :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강화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3.9%)

일반예산 (95.2%)

『전략목표Ⅰ』

성과감사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

  ⇒ 성과목표 1, 주요사업 1

(감사담당관)

전략목표  3건

성과목표  8건

주요사업  9건

『전략목표Ⅱ』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성과목표 4,  주요사업 5

(감사․조사담당관)

『전략목표Ⅲ』

안전․불편사항 점검강화로

시민생활 편의증진 및 안전
시정 구현

  ⇒ 성과목표 3,  주요사업 3
(조사담당관, 민원담당관)



성  과  계  획  서



성과 계획서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405 9,298 8,893감사관

-45 5 50전략목표 1: 성과감사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

-45 5 50성과목표 1-1: 주요사업 성과감사로 원활한 시정운영 지원

-성과감사 건수 2건 3건 3건 성과감사 실적 확인

-수범사례 발굴 건수 35건 35건 40건 자체 감사시 확인

-일반감사결과 제도개선사항 발굴 건수 75건 80건 85건 제도개선사항 발굴실적 확인

-6 370 376전략목표 2: 부조리 사전 예방기능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21 17 38성과목표 2-1: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로 비리발생 요인의 근본적 차단

-일상감사 실시 10건 10건 10건 일상감사 실시 확인

-취약분야 집중감사 9건 9건 9건 상시 집중감사 실시 확인

-시민(주민)감사 결과 제도개선 지수 12건 15건 15건 제도개선 발굴건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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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결과 적출사항 조치 이행률 94% 94.5% 95% 조사결과 징계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 확인

26 214 188성과목표 2-3: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착·발전을 통한 시정의 청렴도 개선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문서입력 지연비율 7.0%이내 6.0%이내 5.5%이내 문서입력건수 대비 지연건수 비율

1 감사관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청렴지수 83점 83.5점 84점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사자료

-11 139 150성과목표 2-4: 건전하고 투명한 재산등록관리로 공직윤리 확립

-공직자 재산등록 보완지시율 7.5%미만 7.0%미만 6.5%미만 신고내용과 조회결과를 대조·심사하여 불성
실 신고자 비율 확인

5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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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2 22성과목표 3-2: 시민불편사항 점검·견문강화로 시민생활 편의증진

-시민불편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대안 이행률 94% 94.5% 95% 점검결과 시정조치사항 확인

-견문 적출사항 처리 이행률 92% 92.5% 93% 자체순찰 등 적출된 시민불편사항 처리건수 
비율

51 51 0성과목표 3-3: 적극적·능동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처리기간 준수율 84% 86% 88% (처리기간 준수건수/접수건수)×100

-고충민원처리 시민만족도 71점 72점 73점 시민만족도 조사(자체)

-시장에게바란다 E-mail 민원처리 소요일수(처리기간 평
균)

6일 5.8일 5.6일 처리 소요일수 분석

-물음표·느낌표 전화운영 실적 - 34,800건 62,400건 전화운영 실적 확인

-시민배심원 법정 개최건수 - 20건 20건 개최실적 확인

0 0 0전략목표 4: 성과관리체계의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운영을 통한 시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0 0 0성과목표 4-1: 균형성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성과평가 강화

2 감사관



(단위 : 백만원)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
증감

예                 산

2007
20072006 2008

2006

-핵심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지표정비(총지표수) 전년대비7.7%감축 전년대비4%감축 전년대비3%감축 성과관리계획 성과지표의 감축·정비실적 확
인

-균형성과관리(BSC)를 위한 직원교육실적 50명 320명 320명 교육실적확인

-평가결과 부진사항 발굴에 의한 감사 또는 개선요구 건수 - 30건 30건 평가결과 또는 감사실적 확인

0 0 0성과목표 4-2: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강화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시민만족도 지수 향상도 71.0점 71.5점 72.0점 평가결과보고서 확인

405 8,850 8,445전략목표 9: 일반예산

405 8,850 8,445성과목표 9-9: 일반예산

3 감사관



성 과 단 명 세 서



감사관 8,892,958 9,298,225 405,267

성과감사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 제고전략목표 : 50,000 5,400 -44,600

주요사업 성과감사로 원활한 시정운영 지
원

성과목표 : 50,000 5,400 -44,6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성과감사 건수 2건 3건 3건 성과감사 실적 확인

수범사례 발굴 건수 35건 35건 40건 자체 감사시 확인

일반감사결과 제도개선사항 발굴 건수 75건 80건 85건 제도개선사항 발굴실적 확인

6104 성과감사시스템 내실화 0 5,400 5,400

5,400(11-1231-122-201-01) 일반운영비

5,400,000원 5,400  ㅇ외부전문가 자문료

부조리 사전 예방기능 강화로 행정의 투명
성 제고

전략목표 : 376,035 370,089 -5,946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로 비리발생 요
인의 근본적 차단

성과목표 : 37,746 17,000 -20,746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일상감사 실시 10건 10건 10건 일상감사 실시 확인

취약분야 집중감사 9건 9건 9건 상시 집중감사 실시 확인

시민(주민)감사 결과 제도개선 지수 12건 15건 15건 제도개선 발굴건수 확인

6102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37,746 17,000 -20,746

10,000(11-1231-121-201-01) 일반운영비

10,000,000원 10,000  ㅇ공직기강 관계자 워크샵 개최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1 감사관



7,000(11-1231-122-303-01) 포상금

5,000  ㅇ우수기관 포상

2,000,000원*1개부서 2,000    ·최우수부서

1,000,000원*3개부서 3,000    ·우수부서

200,000원*10명 2,000  ㅇ우수직원 포상

부패방지시스템의 정착·발전을 통한 시정
의 청렴도 개선

성과목표 : 188,000 214,200 26,2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문서입력 지연비율 7.0%이내 6.0%이내 5.5%이내 문서입력건수 대비 지연건수 비율

청렴지수 83점 83.5점 84점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사자료

0101 청렴지수 조사 138,000 138,000 0

138,000(11-1231-220-307-05) 민간위탁금

138,000,000원 138,000  ㅇ청렴지수 조사(시민여론조사)

0107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시상 50,000 50,000 0

17,000(11-1231-122-303-01) 포상금

17,000  ㅇ우수기관 포상

5,000,000원*1개자치구 5,000    ·최우수기관

3,000,000원*2개자치구 6,000    ·우수기관

2,000,000원*3개자치구 6,000    ·장려기관

33,000(11-1231-220-307-05) 민간위탁금

33,000  ㅇ부패방지시책 평가

33,000,000원 33,000    ·자치구 부패방지시책 평가

0210 클린신고표창및부조리신고보상 0 26,200 26,200

15,000(11-1232-122-301-12) 기타보상금

15,000  ㅇ부조리신고보상금

10,000,000원 10,000    ·구조적·근본적 부조리신고

(단위 : 천원)전략목표 성과목표 단위사업. . 2007 증  감 예 산 과 목 및   내 역2006

2 감사관



5,000,000원 5,000    ·기타 부조리신고

11,200(11-1232-122-303-01) 포상금

200,000원*56명 11,200  ㅇ클린신고 포상금

건전하고 투명한 재산등록관리로 공직윤리
확립

성과목표 : 150,289 138,889 -11,40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공직자 재산등록 보완지시율 7.5%미만 7.0%미만 6.5%미만 신고내용과 조회결과를 대조·심사하여 불성실 신고
자 비율 확인

010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150,289 138,889 -11,400

118,889(11-1232-122-201-01) 일반운영비

70,000원*7명*10회 4,900  ㅇ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000,000원*12월 12,000  ㅇ재산등록 신고서식, 회의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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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00  ㅇ위원 심사수당

250,000원*1명*10회 2,500    ·위원장

150,000원*6명*10회 9,000    ·외부위원

20,000(11-1232-122-301-07) 민간인국외여비

20,000,000원 20,000  ㅇ공직자윤리위원 해외연수비

안전·불편사항 점검 강화로 시민생활 편의 
증진 및 안전시정 구현

전략목표 : 22,174 72,680 50,506

시민불편사항 점검·견문강화로 시민생활 
편의증진

성과목표 : 22,174 21,520 -654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시민불편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대안 이행률 94% 94.5% 95% 점검결과 시정조치사항 확인

견문 적출사항 처리 이행률 92% 92.5% 93% 자체순찰 등 적출된 시민불편사항 처리건수 비율

0207 환경순찰 견문보고 평가·시상 22,174 21,520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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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11-1232-122-201-01) 일반운영비

350원*20,000부 7,000  ㅇ환경순찰 수첩 제작구매

2,720(11-1232-122-301-09)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720  ㅇ공익근무요원(1명) 보상금

88,600원*1명*12월 1,064    ·봉급

46,000원*1명*12월 552    ·교통비

92,000원*1명*12월 1,104    ·중식비

11,800(11-1232-122-303-01) 포상금

7,800  ㅇ우수부서 포상

1,000,000원*1개부서* 2회 2,000    ·최우수부서

700,000원*2개부서* 2회 2,800    ·우수부서

1,500,000원* 2회 3,000    ·우수자치구

200,000원*10명*2회 4,000  ㅇ우수공무원 포상

적극적·능동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성과목표 : 0 51,160 51,160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처리기간 준수율 84% 86% 88% (처리기간 준수건수/접수건수)×100

고충민원처리 시민만족도 71점 72점 73점 시민만족도 조사(자체)

시장에게바란다 E-mail 민원처리 소요일수(처리기간 
평균)

6일 5.8일 5.6일 처리 소요일수 분석

물음표·느낌표 전화운영 실적 - 34,800건 62,400건 전화운영 실적 확인

시민배심원 법정 개최건수 - 20건 20건 개최실적 확인

0208 전화응대및민원처리유공자포상 0 13,000 13,000

13,000(11-1233-122-303-01) 포상금

5,000  ㅇ전화응대만족도 우수부서 포상

2,000,000원*1개부서 2,000    ·최우수부서

1,000,000원*3개부서 3,000    ·우수부서

200,000원*10명*2회 4,000  ㅇ전화응대만족도 우수직원 포상

200,000원*10명*2회 4,000  ㅇ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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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시민행정법정및집단민원배심원제도 운영 0 38,160 38,160

38,160(11-1233-122-201-01) 일반운영비

38,160  ㅇ시민행정법정 및 집단민원 배심원제도 운영

31,200    ·판정관·배심원 참석수당

300,000원*1명*12월*2회 7,200      -판정관(1명)

100,000원*10명*12월*2회 24,000      -배심원(10명)

20,000원*2명*12월*2회 960    ·민원조사관(2명) 조사여비

6,000,000원 6,000    ·회의자료, 유인물 등 인쇄비

일반예산전략목표 : 8,444,749 8,850,056 405,307

일반예산성과목표 : 8,444,749 8,850,056 405,307

성과지표 :  검증방법 :2006 20082007

9901 인건비 7,247,344 7,595,646 348,302

3,859,921(11-1231-110-101-01) 기본급

3,859,921  ㅇ인건비

3,437,570    ·일반직(123명)

72,291,000원*1명*1.016 73,448      -2급

56,356,000원*3명*1.016 171,774      -4급

2,748,500원*16명*12월*1.016 536,156      -5급

2,284,600원*70명*12월*1.016 1,949,770      -6급

1,755,800원*33명*12월*1.016 706,422      -7급

154,595    ·기능직(9명)

1,726,900원*3명*12월*1.016 63,164      -8급

1,376,400원*4명*12월*1.016 67,125      -9급

996,800원*2명*12월*1.016 24,306      -10급

278,911,917원*0.96 267,756    ·정근수당

1,095,826(11-1231-110-101-02)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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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826  ㅇ수당

722,949    ·초과근무수당

684,792      -일반직

9,471원*16명*59시간*12월*1.016 109,005       =5급

8,036원*70명*59시간*12월*1.016 404,637       =6급

7,210원*33명*59시간*12월*1.016 171,150       =7급

38,157      -기능직

6,461원*3명*59시간*12월*1.016 13,943       =8급

5,794원*4명*59시간*12월*1.016 16,672       =9급

5,242원*2명*59시간*12월*1.016 7,542       =10급

43,574    ·자녀학비 보조수당

56,400원*132명*4회*0.19 5,659      -중학교

422,400원*132명*4회*0.17 37,915      -고등학교

83,636    ·가족수당

30,000원*132명*12월*0.80 38,016      -배우자

20,000원*132명*12월*1.44 45,620      -기타가족

136,680    ·정근수당가산금

130,000원*33명*12월 51,480      -2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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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0원*37명*12월 35,520      -15년 - 20년 미만

60,000원*18명*12월 12,960      -10년 - 15년 미만

50,000원*15명*12월 9,000      -5년 - 10년 미만

17,760    ·특수업무 수당

15,360      -기술업무수당

50,000원*3명*12월 1,800       =5급이상

30,000원*21명*12월 7,560       =6급-7급

50,000원*1명*12월 600       =기술자격증수당(기술사)

30,000원*11명*12월 3,960       =기술자격증수당(기사1급)

20,000원*6명*12월 1,440       =기술자격증수당(기사2급)

50,000원*4명*12월 2,400      -전산수당(3년이상)

3,346,943,000원*4.8%*0.49 78,721    ·대우공무원수당

50,000원*11명*12월 6,600    ·모범공무원 수당

72,000원*133명*12월*1.25% 1,437    ·업무대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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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원*133명*12월*0.7% 4,469    ·육아휴직수당

207,480(11-1231-110-101-03) 정액급식비

130,000원*133명*12월 207,480  ㅇ정액급식비

200,520(11-1231-110-101-04) 교통보조비

200,520  ㅇ교통보조비

140,000원*16명*12월 26,880    ·5급

130,000원*103명*12월 160,680    ·6~7급

120,000원*9명*12월 12,960    ·8급이하

334,695(11-1231-110-101-05) 명절휴가비

278,911,917원*120% 334,695  ㅇ명절휴가비

557,824(11-1231-110-101-06) 가계지원비

557,824  ㅇ가계지원비

278,911,917원*200% 557,824    ·일반대상자

99,273(11-1231-110-101-07) 연가보상비

99,273  ㅇ연가보상비

27,007,500원*1/30*10일*70% 6,302    ·연봉제(전임형)

278,911,917원*1/30*10일 92,971    ·월급제

154,171(11-1231-110-101-08) 기타직보수

154,171  ㅇ기타직 보수

78,868    · 계약직(2명) 급여

41,855,000원*1명*1.016 42,525      - 가급

35,770,000원*1명*1.016 36,343      - 나급

661    ·자녀학비보조

56,400원*2명*4회*0.19 86      -중학교

422,400원*2명*4회*0.17 575      -고등학교

536    ·가족수당

30,000원*2명*12회*0.35 252      -배우자

20,000원*2명*12회*0.59 284      -기타가족

15,268원*12회*59시간 10,810    ·시간외수당

63,296    ·비전임계약직

20,766,334원*3명*1.016 63,296      -기본급(연봉)

36,925(11-1231-110-101-10) 일시사역인부임

36,925  ㅇ일시사역인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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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5    ·저소득자녀

25,128원*5명*248일 31,159      -인부임

2,300원*5명*248일 2,852      -중식비

25,128원*5명*248일*93.5/1,000 2,914      -4대보헙료

278,912(11-1231-121-303-01) 포상금

278,911,917원*100% 278,912  ㅇ성과상여금

624,304(11-1231-121-304-01) 연금부담금

624,304  ㅇ 연금 부담금

462,645    ·연금 부담금

3,751,379,000원*11.601% 435,198      -일반대상자

324,090,000원*0.73*11.601% 27,447      -연봉제(계약직 포함)

152,047    ·퇴직수당부담금

3,751,379,000원*3.8126% 143,026      -일반대상자

324,090,000원*0.73*3.8126% 9,021      -연봉제(계약직포함)

9,612    ·재해보상부담금

3,751,379,000원*0.241% 9,041      -일반대상자

324,090,000원*0.73*0.241% 571      -연봉제(계약직 포함)

143,990(11-1231-121-304-02) 국민건강보험금

143,990  ㅇ 건강보험 부담금

6,104,014,400원*2.240% 136,730    ·일반대상자

324,090,000원*2.240% 7,260    ·연봉제(계약직 포함)

1,805(11-1231-121-307-07) 연금지급금

21,098,596원*8.555% 1,805  ㅇ비전임계약직 국민연금 등

9902 기본경비 1,197,405 1,254,410 57,005

268,681(11-1231-121-201-01) 일반운영비

57,507  ㅇ공통기본경비

1,277    ·기본사무용품구입비

10,000원*125명 1,250      -사무직

3,000원*9명 27      -기타직

24,000원*125명 3,000    ·기본사무용종이류구입비

5,000원*134명 670    ·소규모수선비

50,000원*16팀 800    ·도서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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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0원*149명 35,760    ·기본업무추진급량비

16,000    ·행정장비수리비

320,000원*50대 16,000      -프린터,복사기 등

87,890  ㅇ기타업무추진급량비

87,890,000원 87,890    ·기타업무추진급량비

44,000  ㅇ인쇄비

4,000,000원*4분기*80% 12,800    ·업무보고 및 기본계획유인등

3,000,000원*4회*80% 9,600    ·기획 제작비

3,000,000원*4분기*80% 9,600    ·반부패시책 홍보물 등 인쇄

15,000원*1,000부*80% 12,000    ·감사(연보,사례집,업무편람) 제작 등

8,400  ㅇ위원회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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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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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00원*4대*12월 21,600    ·기강감사 차량임차료

1,550원*4대*200L*12월 14,880    ·기강감사 임대차량연료비

268,200(11-1231-121-202-01) 국내여비

1,800,000원*149명 268,200  ㅇ여비(관내,관외)

18,660(11-1231-121-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8,660  ㅇ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0,000원*1명 9,000    ·2급

3,220,000원*3명 9,660    ·4급

80,000(11-1231-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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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  ㅇ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70,000원*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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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감사 업무추진

2,500,000원*4분기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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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00(11-1231-121-204-01) 직책급업무추진비

39,000  ㅇ직책급 업무추진비

600,000원*1명*12월 7,200    ·2급 (국장)

350,000원*3명*12월 12,600    ·4급 (과장)

100,000원*16명*12월 19,200    ·5급 (팀장)

274,740(11-1231-121-204-02) 직급보조비

274,740  ㅇ직급 보조비

650,000원*1명*12월 7,800    ·2급

400,000원*3명*12월 14,400    ·4급

250,000원*16명*12월 48,000    ·5급

155,000원*70명*12월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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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원*1명*12월 4,800    ·계약가급

250,000원*1명*12월 3,000    ·계약나급

177,120(11-1231-121-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00원*114명*12월 68,400  ㅇ대민활동비

108,720  ㅇ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000원*1명*12월 1,440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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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3명*12월)+(60,000원*16명*12월) 14,400    ·4~5급

60,000원*114명*12월 8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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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원*20명 2,000  ㅇOPEN시스템 우수공무원 시상

1,300(11-1231-121-310-02) 국제부담금

1,300,000원*1년 1,300  ㅇ국제투명성위원회부담금

15,408(11-1232-121-201-01) 일반운영비

6,800  ㅇ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750,000원*5종*2회*80% 6,000    ·교육자료 및 보고서인쇄

100,000원*5종*2부*80% 800    ·각종대장 인쇄

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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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12월 1,728    ·석간신문 가판구독

25,000(11-1232-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000원*4분기 8,000  ㅇ공직자재산조사활동

2,500,000원*4분기 10,000  ㅇ조사업무추진활동

7,000  ㅇ조사담당관업무수행

1,000,000원*4분기 4,000    ·조사활동

750,000원*4분기 3,000    ·부조리신고및사정활동

24,031(11-1233-121-201-01) 일반운영비

24,031  ㅇ일반운영비

10,591    ·인쇄비및 유인물제작비

386,500원*12월*80% 3,711      -민원관련 서식 인쇄

300,000원*12월*80% 2,880      -민원조사 업무계획서 인쇄

10,000원*500부*1회*80% 4,000      -민원처리실태 사례집 인쇄

4,720    ·민원조사활동 지원

100,000원*4팀 400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칩 구매

210원*1,000매*12월 2,520      -사진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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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원*4팀 600      -민원조사용 지번도지도구입1/5

100,000원*12월 1,200      -민원조사 관련 도서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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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0원 6,000    ·외부전문가 자문료

36,000(11-1233-121-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0  ㅇ업무추진비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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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00,000원 17,800      -시민감사 업무수행

1,050(11-1233-121-301-10) 행사실비보상금

70,000원*5명* 3회 1,050  ㅇ 시민감사참여 실비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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