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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조    직   ․․․․․․․․․․․․․․․․․․․․․․․․․․․․․․․․․․․․․․․․․․․․․․․․․․․․․․․․․․․․․․․․․․․․․  5담당관 26팀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7팀)

공공감사담당관
(4팀)

안전감사담당관
(5팀)

조 사 담 당 관
(7팀)

인권 담 당 관
(3팀)

∙감사총괄팀

∙감사1팀

∙감사2팀

∙감사3팀

∙적극행정팀

∙심의1팀

∙심의2팀

∙공공감사1팀

∙공공감사2팀

∙공공감사3팀

∙일상감사팀

∙안전감사1팀

∙안전감사2팀

∙안전감사3팀

∙안전감사4팀

∙하도급감사팀

∙조사1팀

∙조사2팀

∙조사3팀

∙조사4팀

∙공익제보조사팀

∙기강감찰팀

∙윤리사무팀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인    력
(’23.2.14. 기준)

구 분
총 계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 계 153 149 45 42 22 21 31 27 35 41 20 18

※ 감사위원장 정·현원은 감사담당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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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감 사 담 당 관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등 지원
  감사종합계획 수립·조정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
  시비보조단체 및 보조사업 감사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지원

공공감사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기관운영 감사
  투자·출연기관 인력채용 사전스크린 등 점검
  투자·출연기관 상임감사․자체 감사기구 평가
  투자·출연기관 비리신고센터 운영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안전감사담당관

  안전·재난 대비 대책 등 안전감사
  도시기반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
  건설공사 하도급 감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안전감사옴부즈만 운영

조 사 담 당 관

  공직자 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처리
  시정 주요 시책사업 점검
  공익제보센터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심사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

인 권 담 당 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침해사항 조사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서울인권아카데미운영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이행점검

감사 및 조사 대상

 ○ 대상기관 : 총 864개 기관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 본청·소속기관(122), 시금고(1), 법정 시비 보조단체(13), 투자․출자․출연기관(26), 

민간위탁사무(377), 자치구(25), 자치구 금고(25), 구비 보조단체(275)

 ○ 감사주기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2년, 투자·출연기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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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

  세입 예산 : 총 13,74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2년 예산
(최종)

’23년 예산 증 감        %

계 11,202 13,746 2,544 22.7

 경상적세외수입 45 60 15 33.3

이자수입 45 60 15 33.3

 임시적세외수입 11,157 13,686 2,529 22.7

보조금반환수입 3,880 6,857 2,977 76.7

기타수입 1,193 1,445 252 21.1

지난년도수입 6,084 5,384 △700 △11.5

  세출 예산 : 총 2,336,43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2년 예산
(최종)

’23년 예산 증 감
     

     %

계 2,887,109 2,336,437 △550,672 △19.1

행정운영경비 566,660 571,126 4,466 0.8

사업예산 2,320,449 1,765,311 △555,138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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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현황
(2023.1.31.기준, 단위:천원)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
최종예산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감 사 위 원 회 2,887,109 2,887,109 2,336,437 △550,672 △19.1

감 사 담 당 관 893,764 893,764 943,360 49,596 5.5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3,000 13,000 13,000 0 0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49,694 349,694 351,325 1,631 0.5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8,671 28,671 28,764 93 0.3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09,900 109,900 130,900 21,000 19.1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61,400 61,400 67,400 6,000 9.8

기본경비 331,099 331,099 351,971 20,872 6.3

공 공 감 사 담 당 관 124,566 124,566 111,166 △13,400 △10.8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86,320 86,320 72,920 △13,400 △15.5

기본경비 38,246 38,246 38,246 0 0

안 전 감 사 담 당 관 184,283 184,283 170,483 △13,800 △7.5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39,940 39,940 39,940 0 0

안전감사 활동 강화 93,510 93,510 78,510 △15,000 △16

기본경비 50,833 50,833 52,033 1,200 2.4

조 사 담 당 관 506,182 506,182 486,578 △19,604 △3.9

부조리신고 보상 5,000 5,000 5,000 0 0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3,240 63,240 65,440 2,200 3.5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46,400 246,400 244,350 △2,050 △0.8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44,100 44,100 42,400 △1,700 △3.9

기강감찰 운영 57,652 57,652 37,652 △20,000 △34.7

기본경비 89,790 89,790 91,736 1,946 2.2

인 권 담 당 관 1,178,314 1,178,314 624,850 △553,464 △47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95,616 95,616 0 △95,616 △10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55,010 55,010 62,540 7,530 13.7

시민인권침해구제 위원회 운영 39,880 39,880 36,820 △3,060 △7.7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22,520 322,520 71,500 △251,020 △77.8

인권정책 홍보 강화 60,000 60,000 36,050 △23,950 △39.9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5,600 155,600 154,800 △800 △0.5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53,420 53,420 42,000 △11,420 △21.4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27,000 127,000 127,000 0 0

서울 인권 콘퍼런스 및 인권문화행사 134,320 134,320 0 △134,320 △100

인권지킴이단 운영 14,256 14,256 5,000 △9,256 △64.9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64,000 64,000 52,000 △12,000 △18.8

기본경비 56,692 56,692 37,140 △19,552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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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목표

목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안전특별시 구현

추진

방향
청렴도  

상위권 도약   

시민불편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인권 증진

 

추진

전략

및

실행

과제

반부패·청렴 정책
내실화

• 청렴 자체진단, 알림문자 

서비스 확대

• 재미있고 쉬운 청렴 교육 

및 홍보 강화

• 청렴지수 평가 등 자율적 

청렴활동 강화

• 사전컨설팅 활성화로 

적극행정 지원

시민불편·안전분야 
집중 감사

• 시민생활밀착 공공시설 

집중감사 확대

• 투자·출연기관 재정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강화

• 부패취약 분야 공직기강 

확립 강화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

•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 인권교육, 시민인권 증진 

활동 강화

•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사로 약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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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 추진사업

1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구현 7

1-1  반부패·청렴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8

1-2  비위예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점검 강화 10

1-3  적극행정지원 내실화를 통해 적극행정문화 확산 11

2 시민불편·안전분야 집중감사로 시민편의 제고 12

2-1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비리취약분야 집중감사 13

2-2  투자·출연기관별 맞춤 감사 및 내부통제 활성화 유도 14

2-3  안전취약 시설물 및 중대재해 예방 안전감사 강화 15

3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 16

3-1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17

3-2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통해 인권보호·증진 18

3-3  건설분야 체불 해소,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감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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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부패·청렴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1-2 비위예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위한 조사·점검 강화

1-3 적극행정지원 내실화를 통해 적극행정문화 확산

 1.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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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구현

1-1 반부패·청렴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 청렴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구현
◈ 청렴도 종합평가 상위권으로 도약, 부패없는 깨끗한 시정 이미지 구축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3등급, 전년(4등급) 대비 개선

 ㅇ 종합청렴도 82.1점으로 광역자치단체 평균 81.1점 보다 높음  
구 분 종합청렴도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2023년 3등급(82.1점) 4등급(77.4점)* 2등급(89.8점) - 0.3점

2022년 - 4등급(80.9점) 4등급(80.5점) - 3.1점

    * ’23년 청렴체감도 중 외부 민원인의 부패경험(–12.4점)이 종합청렴도 등급을 낮춘 주요 원인

 청렴도 평가 취약분야 적극대응을 통해 청렴도 1등급 달성

 ᄋ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강화를 통한 정책역량 집중으로 ‘부패 zero’ 추진

    － 시장단 주관 실국장회의에서 부패방지방안 등 논의, 시책 추진동력 확보

    － 부패에 취약한 공사·용역 관리 감독, 인·허가 등 민원분야에 교육·감찰 독려

 ᄋ 내·외부 청렴도 자체 설문조사(4~6월)를 통해 부패요인 선제적 대응 

    － (내부) 하위 기관 청렴도 공개 및 소속 간부 대상 청렴리더십 강화교육 실시 

    － (외부) 취약분야·기관 대상 청렴컨설팅, 청렴 알림문자, 청렴해피콜 서비스 추진

 ᄋ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연 5시간 이상 이수)

    － 청렴교육 이수 기회 제공을 위한 신규 이러닝 제작,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탑재

 ᄋ 반부패 자치법규 정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청렴노력도 향상

    － 법규·제도상 부패요인 척결, 반부패 시책 발굴·운영으로 반부패 체계 강화

 ᄋ 비위 행위에 대한 신속·엄정 처벌로 부패실태 감점요인 제거

    －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실태점검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부패·부조리 근절

작 성 자 감사담당관 :김현중☎ 2133-3010  감사총괄팀장 : 강해라 ☎3012  담당 :박진규 ☎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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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활동 강화로 부패발생 사전 예방

ᄋ 부패방지를 위해 취약분야 업무 경험 민원인에게 ‘청렴 알림문자’ 발송

    － 공사‧용역 계약, 보조금, 민원(상수도, 공유재산 등) 업무 경험자에게 연중 시행

    － 공직자 비리신고 창구 번호 안내로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ᄋ 민·관이 함께하는「청렴사회 민관협의회」운영 활성화

    － 시의성 있는 반부패·청렴 현안을 공통 실천의제로 선정하여 이행 협력

ᄋ 청렴홍보 영상 제작, 대내·외 전파로 청렴의지 표명 및 청렴문화 확산 

    － 유튜브, 지하철·버스, 옥외전광판 등 게시를 통해 청렴 이미지 구축

 전 기관·직원의 청렴 자율준수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ᄋ 기관별 반부패·청렴 계획 수립을 통한 기관 특성에 맞는 청렴활동 장려

    － 규제 중심의 부패방지에서 개인의 주체적인 청렴활동으로 전환 기반 마련

ᄋ 부패 취약기간(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청렴주간 운영

－ 공직기강 점검, 감사사례·상담사례 공유를 통한 전 직원 청렴 경각심 제고

ᄋ 전 직원의 관심 제고를 위한 청렴 프로그램 전개

    － 청렴 웹툰 제작·게시, 청렴 OX퀴즈, 표어 공모 등 직원 참여기회 제공

<청렴 웹툰> <청렴 OX퀴즈> <청렴표어 공모>

ᄋ 청렴지수 평가 및 반부패 청렴실천 우수사례를 통한 자율 청렴활동 촉진

    －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를 통해 포상 실시, 부서장 성과평가 반영

    － 개인과 기관으로 나누어 청렴활동 우수사례 선정·포상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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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위예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점검 강화

◈ 취약시기 및 분야별 집중관리를 통한 부패 예방 및 근절
◈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건전한 공직분위기 기반 조성

 금품수수, 성범죄, 직장내 괴롭힘 등 분야별 집중 예방활동 강화

 ㅇ 최근 5년간 시기별, 분야별 비위유형 발생 추이 등 원인분석
    － 비위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원인분석을 통한 시정개선 및 재발방지에 중점 

 ㅇ 분기별 1회(연 4회) 주요 비위유형별 사례전파
    － 공직자 일탈 행위별 조치사례, 최근 이슈(스토킹 등)사례 전파로 경각심 고취

 ㅇ 위반사례 중심 교육, 부패방지 관련 홍보 강화
    － 외부 전문강사 초빙 강의 시행(반기 1회), 인재개발원 교육안내(상시) 등

    － 포스터·리플렛 등 제작·배부, 부패방지 캠페인 전개 등 홍보 강화

 ㅇ 사전적 예방에도 불구하고, 비위 발생 시 엄정 조사 후 징계 조치
    －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괴롭힘 등 주요 비위 근절을 위한 행위자 엄정 조치

 부패 취약분야 집중감찰,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태점검 강화

 ㅇ 고질적인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 직무감찰 확대
    － 취약업무(공사·용역 등), 취약분야(도시·건설·주택 등) 위주로 관리대상을 

선정한 후 특별 직무감찰 확대, 위반시 최고 징계, 관리자·업체 연대책임 적용

 ㅇ 사업소 내 관리가 허술한 근무지 대상 기강 감찰·점검 강화
    － (기관·부서별) 소속 직원의 출근여부 및 무단이석 등 복무실태 자체점검

    － (감사위) 자체점검 결과, 위반행위 지속·반복적인 발생기관에 중점 계도 및 관리

작 성 자 조사담당관: 유정태 ☎2133-3080   조사1팀장: 김남욱 ☎3082   담당: 박귀상 ☎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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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적극행정지원 내실화를 통해 적극행정문화 확산

◈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
◈ 적극행정 지원확대를 통한 동기부여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적극행정 지원 강화

 ㅇ ‘사전컨설팅’ 및 ‘의견제시제도’ 운영으로 적극행정 지원 강화
－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 긴급 시행이 필요한 사업 우선·신속 지원

(’22년) 사전컨설팅 신청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선택) ⇨

(’23년) 사전컨설팅 신청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선택 + 컨설팅 실적 저조 기관)

 ㅇ 감사 단계별(전·중·후) 적극행정면책 안내를 통해 감사부담 완화
－ 면책 신청 시 공공의 이익이 확인되면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 적용

     ※ 적극행정 면책대상 : 공공의 이익 + 적극적 업무처리 + 고의·중과실 없을 것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 확대로 적극행정 실행 촉진

 ㅇ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우수부서·공무원 사기 진작
－ 연 2회(상·하반기)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중앙정부 경진대회 제출 

 ㅇ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 확대 추진(행정국 협조)

－ 인센티브 중복 부여, 교육훈련 선발 우대조치 등 확대 추진

 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ㅇ 적극행정 절차 안내 및 사례 공유로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
－ 사전컨설팅 및 의견제시 절차 안내, 컨설팅 사례집 배포 및 우수사례 공유

－ 투출기관 및 자치구 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관련 과목 편성 확대를 통한 문화 확산(인재원 협조)

－ 5급 승진자 및 6급 장기교육 외 교육과정에도 적극행정 과목 편성 추진

－ e-러닝 교육과목(e-적극행정이해 등 4개) 수시 정비 및 주기적 이수 독려

작 성 자 감사담당관 : 김현중☎ 2133-3010  적극행정팀장 : 김유용 ☎3185  담당 : 남영은 ☎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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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비리취약분야 집중감사

2-2 투자·출연기관별 맞춤 감사 및 내부통제 활성화유도

2-3 안전취약 시설물 및 중대재해 예방 안전감사 강화

 2. 시민불편·안전 분야 

    집중감사로 시민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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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불편·안전 분야 집중감사로 시민편의 제고

2-1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비리 취약분야 집중감사

◈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전통적 부패 취약분야에 감사역량 집중
◈ 시민생활 밀착시설에 대한 점검·제도개선 등 시민 불편해소

 민간위탁 성과평가 하위 등 취약분야 감사역량 집중

 ㅇ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 평가결과 하위평가(80점 미만) 기관 중점 감사
 ㅇ ’17년 이후 감사 미실시 및 의회 ․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된 수탁기관 감사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AI 양재허브운영실태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 점검 강화

 ㅇ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 과정 감사
 ㅇ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대책 및 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안 제시
     ※ 남북교류협력사업, 우리동네키움센터(노원, 서대문, 관악, 송파) 운영실태
 ㅇ 전국최초 ‘청백-e시스템, 市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 사전 상시 감시체계 구축
     ※ 보조금 부적정 의심사례 발생할 경우 보조사업 담당자에게 경보 처리

청백-e 시스템
(행안부-서울시 운영)

↔
(경보발생, 연계)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시금고 운영)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밀집시설 감사로 시민불편 해소

 ㅇ 시민의 생명 ․ 재산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 대상 선제적 감사 단행
     ※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ㅇ 시민 여가 ․ 문화 활동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감사 추진
     ※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동부공원여가센터

작 성 자  감사담당관: 김현중 ☎ 2133-3010 감사1팀장: 박종원 ☎ 3013 담당: 문현우 ☎ 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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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투자·출연기관별 맞춤 감사 및 내부통제 활성화 유도

◈ 경영평가, 시민접점, 장기미수감 등을 고려한 취약분야 집중감사
◈ 투·출기관 및 市 감독부서의 내부통제 강화로 상시 감사체계 마련

 비위 시정 및 성과제고 방안 모색으로 공공성·효율성 강화 지원

 ㅇ 최근 3년간 투·출기관 경영평가가 저조한 기관 감사로 내부혁신 유도
    － 컨설팅 병행으로 문제점 진단, 비효율 및 방만경영 해소대책 마련에 중점

     ※ 서울에너지공사(’19. 종합감사), 120다산콜재단(’17. 재단화, 종합감사 미실시)
 ㅇ 시민복지, 기초생활과 밀접한 기관 감사로 민생시책 실효성 확보
    － 시민 복리증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점검 

     ※ 서울농수산식품공사(시민 먹거리 공급), 서울시설공단(장애인콜택시, 교통시설사업 등)
 ㅇ 신생 및 감사주기(3년) 도과한 장기미수감 기관 감사로 사각지대 해소
    － 기관 운영 방향 설정, 장기 감사 미수감에 따른 일상화된 비위 일소에 중점 

     ※ 서울복지재단(’15. 감사), 서울의료원(’17. 감사), 서울장학재단(’19. 감사)
 투·출기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내부통제 방안 시행

 ㅇ 감독부서, 투·출기관 자체 비리예방 시스템 운영으로 내부통제 지원
    － (市 지도·감독부서) 산하 투·출기관 반기별 자체점검 의무화, 필요시 감사 청구

    － (투·출기관) 인사, 복무, 계약 등 상시 점검시스템 마련 

    － (감사위) 점검 리스트 마련, 점검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확인, 주요 비위 별도 점검

 ㅇ 투·출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및 자체감사 역량평가 지속 추진
    － 감사우수사례 및 반부패 청렴시책 공유, 공직기강 확립 모색(감사협의회 분기별 1회)

    － 부패방지 시책평가(5~6월), 상임감사평가 및 자체감사 활동평가(6~7월)

 ㅇ 투·출기관 일상감사 운영 점검으로 市의 축적된 일상감사 기법 전수  
    － ’23년 서울연구원,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일상감사 운영실적 점검

작 성 자  공공감사담당관: 안찬율 ☎ 2133-1570 공공감사1팀장: 김현호 ☎ 1571 담당: 김원숙 ☎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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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안전취약 시설물 및 중대재해 예방 안전감사 강화

◈ 시민일상과 직결되는 시설물 집중·선제적 점검으로 안전서울 구현
◈ 중대재해 위해․위험 요인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감사 실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사각지대 집중 예방감사 추진

 ㅇ 계절별 안전취약시기 도시기반․시민생활 밀접시설 안전감사 강화
    － (해빙기) 노후 도시기반시설(도로시설물) 안전실태 (3월/북부․강서도로사업소)

    － (행락철) 도시공원녹지․문화시설 안전실태 (4월,9월/서울어린이대공원, 문화본부 등)

    － (풍수해) 지하차도 배수설비 유지관리실태 (6월/남부․성동도로사업소 등)

    － (여름철) 서울시 운영 물놀이시설 안전실태 (7월/한강사업본부 등)

 ㅇ 불특정 다수 이용 시민생활 직결시설 선제적 감사 실시
    － (시립병원․노인복지관) 피난약자시설 화재예방 안전실태 (4월/복지정책실 등)

    － (도로밀집지역) 도로무단점유 등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6월/주택정책실 등)

    － (문화시설)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안전관리실태 (9월/문화본부 등)

  

공원녹지시설 피난약자시설 물놀이시설 문화시설

 중대재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예방 중심 감사 추진 

 ㅇ 중대재해 사고발생 취약시설 및 주요 사업장 안전감사 실시
    － (공사현장) 공사장 가시설 및 대형건설장비 안전실태 (6월/서울주택도시공사)

    － (중대재해) 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 (10월/중대재해 대상시설)

 ㅇ 공무원 안전순찰 모바일 앱을 통한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신고’ 포상
작 성 자  안전감사담당관: 양성만 ☎ 2133-3050 안전감사1팀장: 임진영 ☎ 3052  담당: 조재영 ☎ 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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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3-2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통해 인권보호·증진

3-3 건설분야 체불해소, 불법·불공정하도급 예방감사 

 3.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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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

3-1 「인권도시 서울」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 ｢인권도시 서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정책 비전 제시
◈ 인권적 관점의 정책개선 활성화로 인권 친화적 행정환경 지속조성

 5개년 인권정책 청사진,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23~’27년) 수립·시행

  ㅇ 더 나은 삶을 향한 동행을 위해 4대 분야, 34개 과제 발굴
    － 시정 핵심가치와 연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 최우선 고려

    － 시민요구 반영 주거, 건강, 소득, 안전 등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지향

  ㅇ 중점 및 일반과제로 구분, 인권위원회와 함께하는 관리체계 구축 
    － (중점과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부서 보고 및 자문 실시

    － (일반과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인권위원회 심의, 부서 자체점검 

 인권약자 보호 및 제도개선 활성화

ᄋ 다양한 인권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인권실태조사 확대(연1회→6회) 및 

인권위원회를 통한 개선사항 권고 관리

    － 인권침해 조사 전문가인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주도로 시민 체감도 높은 과제 도출

    － 인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상황 관리

ᄋ 인권적 개선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형 인권영향평가」 모델 개발

    － 정책 및 주요사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개발, 분야별 평가지표 개발 등

 인권가치 확산을 위한 시 산하기관 인권경영 강화

  ㅇ 체계 구축에서 인권영향평가 중심의 평가지표 개선으로 인권경영 본격화
  ㅇ 인권경영 이행실태 주기적 점검을 통한 독려(연 3회)
    － 인권경영평가(5월), 지도점검(7월) 및 현장방문 점검(9월)

작 성 자 인권담당관: 박성규☎ 2133-6370  인권정책팀장 : 장경숙 ☎6385  담당 : 박순찬 ☎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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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통해 인권보호·증진

◈ 인권침해 조사 및 예방교육을 통해 시민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 대시민 대상 현장형 인권보호 활동 및 피해 지원 강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강화

  ㅇ 민간 조사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참여 확대로 인권보호관 조사 보강
  ㅇ 전담검토위원 지정으로 구제위원회 결정의 내용적 전문성 강화
  ㅇ 시민인권배심회의를 통해 중요 사안의 구제위원회 의사결정 지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전개

  ㅇ 비대면 수요증가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실있는 직원 인권교육 실시
    － (집합) 집합교육 축소하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문화형·체험형 교육실시

    － (온라인) 업무와 관련된 주제로 신규 콘텐츠 제작·배포, 온라인교육 확대

  ㅇ 직원 대상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 인권침해 구제 제도 안내 및 인권침해 사례 소개 등 

 대시민 인권보호 및 예방활동 강화

  ㅇ 시민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
    － 철거현장 외에 시설·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인권침해 감시 예방

    －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대상선정,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시행

  ㅇ 범죄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5개 법인, 125백만원) 

    － 경제적 지원 외에 치료부대비, 범죄피해자 가족 등 지원

  ㅇ 온·오프라인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가치 확산
    － 학생, 공무원 대상 인권현장 탐방(7개 코스) 및 온라인 탐방 운영(5개 코스)

작 성 자 인권담당관: 박성규☎ 2133-6370  인권보호팀장 : 김종오 ☎6377  담당 : 김지영 ☎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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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설분야 체불해소, 불법·불공정하도급 예방감사

◈ 건설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체불현장 조사 확대
◈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 위한 단계별 감시체계구축 및 점검 강화

□ 건설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체불현장 조사 확대 

  ㅇ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대상 확대 운영 및 현장 조사 강화
    － 신고센터 신고대상을 기존 ‘임금체불’에서 ⇒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확대 

    － 부조리 신고에 대한 현장기동반 운영 강화로 임금체불 및 부당행위 피해 확산 방지

    ※ 현장기동반 : 감사팀 2명 + 하도급 호민관(변호사) 운영, 체불해소 유도, 피해자 법률상담 실시

     

분 야 기 존 확 대
하 도 급  부 조 리   
신고센터 신고대상  임금·공사대금 체불 임금·공사대금 체불 + 관급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현 장 기 동 반
현 장 점 검 다수·고액체불 발생 현장 다수·고액체불 발생 현장 

+ 체불피해 확산우려 현장, 불법·불공정 신고 현장
  ㅇ 체불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 서면조사 강화(상·하반기)
    － 발주청 제출자료 사전조사 ⇒ 조사결과 부조리 의심 현장 및 기관 집중 감사·점검

    ※ 체불발생 취약분야 : 계약서 작성, 보증서 발급, 대금지급, 근로자 전자인력관리 등

□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 단계별 감시체계 구축 및 점검 강화 

  ㅇ 건설 하도급 단계별 감시체계 구축
    － (1단계) 발주기관 하도급 체크리스트 활용한 자체점검 및 결과제출(도급액 1억 이상) 

    － (2단계) 시 점검결과 분석 및 하도급 부조리 의심 공사장 현장점검

    － (3단계) 법령위반 다수 발생 발주기관·공사현장 하도급 분야 집중 감사

       
1단계 2단계 3단계

발주기관 자체점검
(감독부서에 점검결과 제출)

시 현장점검
(현장기동반 투입)

하도급 감사
(위반사항 집중감사)

  ㅇ 건설분야 전문인력(하도급 호민관, 명예하도급 호민관) 현장 예방지도 실시(분기별)  
    － 대상/지도내용 : 대규모 공사, 하도급 다수 공사 등 / 하도급 계약·노무·대금지급 분야

작 성 자  안전감사담당관: 양성만 ☎ 2133-3050 하도급감사팀장: 박완송 ☎ 3070  담당: 도경승 ☎ 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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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3년 월별 감사계획2023년 월별 감사계획2023년 월별 감사계획

 총 12개 분야 (종합감사 6, 특정감사 6) (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감사

1·2·3팀

2월
~
4월

종합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운영 보건환경연구원 감사1팀

특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행정국(남북협력과) 감사2팀

특정 보조사업(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여성가족정책실(아이돌봄담당관),
4개 자치구(노원, 서대문, 관악, 송파) 감사3팀

6월
~
7월

종합 동부공원여가센터 기관운영 동부공원여가센터 감사1팀

종합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서울식물원 감사2팀

특정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감사3팀

9월
~

10월

종합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관운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감사1팀

특정 AI양재허브 운영 및 관리실태 AI양재허브,
경제정책실(바이오AI산업과) 감사3팀

10월
~

12월

종합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 소방재난본부 감사2팀

종합 서울역사박물관 기관운영 서울역사박물관 감사1팀

특정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실태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감사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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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1개 분야 (종합감사 7, 특정감사 4) (공공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공공감사
1·2·3팀

3월
~
4월

종합 서울시설공단 기관운영
서울시설공단,
안전총괄실(도로시설과) 등

공공감사3팀
(1,2팀참여)

6월
~
7월

종합 120다산콜재단 기관운영
120다산콜재단,
홍보기획관(민원담당관) 공공감사1팀

종합 서울시복지재단 기관운영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공공감사2팀

종합 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국(교육지원정책과) 공공감사3팀

특정 출연기관 일상감사제도 운영실태 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일상감사팀

특정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일상감사팀

8월
~
9월

종합 서울에너지공사 기관운영
서울에너지공사,
기후환경본부(녹색에너지과)

공공감사2팀
(3팀 참여)

특정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실태 본청, 본부, 사업소 등 일상감사팀

10월
~

11월

종합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기관운영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농수산유통담당관)

공공감사1팀

종합 서울의료원 기관운영 서울의료원,
시민건강국(공공의료추진단)

공공감사3팀
(2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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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5개 분야 (특정감사 15) (안전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안전감사
1·2·3·4팀

특정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 점검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3월
~
4월

특정 해빙기 노후 도시기반시설 관리실태 북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안전감사2팀

특정 행락철 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푸른도시국(공원여가정책과,
중부․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

안전감사3팀

특정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실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시민건강국(공공의료추진반) 안전감사4팀

5월
~
7월

특정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특정 서울시 관리·운영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정책실,
관광체육국, 한강사업본부 등 안전감사1팀

특정 도로무단점유 등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주택정책실, 디지털정책관,
자치구 안전감사2팀

특정 풍수해 대비 서울주택도시공사 가시설
및 대형 장비 안전관리실태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감사3팀

특정 수방 관련 지하차도 배수설비
유지관리실태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안전감사4팀

9월
~

11월

특정 시립 문화시설 안전관리실태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등 안전감사4팀

특정 중대재해 예방실태 점검 시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

특정 특정기술 선정 등 건설공사 및
시설물관리실태 서울시립대학교, 강동구, 광진구 안전감사2팀

특정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실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안전감사3팀

특정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실태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수시 특정 각종 긴급 점검 및 안전사고 조사 시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