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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목포시 자체감사 계획

감사행정 목표

봉사행정 구현 및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분위기 조성
엄정한 직무감사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체계 구축
일상감사와 기동감찰 실시로 사전 예방적 감사 강화

추진방향

직무감사와 병행, 사업소․洞 업무성과 등 동시 점검
시대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 시행
무사안일 행정을 불식하고 시민을 보살피는 행정 지원 추진
청렴목포 실현을 위한『반부패 청렴시책』점검 강화

총괄

분야
별

감사대상 감사기간 감사인원 감사내용

종합
감사

15개부서 (사업소 4, 동11)
2월~12월 (동2일,
사업소 3일)

3~4명
사업소,동 업무전반 (2011.~2013.현
재)

부분
감사

39개소 (보조금 1,000만원이상)
2월~11월 (기간중
2일)

2~3명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태 등

특정
감사

20개소 (세외수입 취급부서)
2월, 8월 (2월 6, 8
월 14)

2~4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등

일상
감사

본청,사업소 등 (공사 종합 30억, 기타 3억 물
품 5천만원이상 계약)

년중 3~5명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업무, 예산관
리 업무, 기타업무

기동
감찰

건설공사 현장 등 (2천만원 이상 공사 등) 년중 (5회) 5명
공사 현장점검, 시공평가 및 품질점
검 등

공직
감찰

본청,사업소, 동 2,8,9,12월 (4회) 12명 공직기강 점검

자체 종합감사

부서/구분 감사기간 감사인원 감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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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동주민센터 2013. 2. 13 ~ 2. 14 3명 2011. 3.1 ~ 감사일 현재

신흥동주민센터 2013. 2. 20 ~ 2. 21 3명 2011. 3.1 ~ 감사일 현재

부흥동주민센터 2013. 3. 4 ~ 3. 5 3명 2011. 4.1 ~ 감사일 현재

동명동주민센터 2013. 3. 25 ~ 3. 26 3명 2011. 4.1 ~ 감사일 현재

용당2동주민센터 2013. 4. 3 ~ 4. 4 3명 2011. 4.1 ~ 감사일 현재

용당1동주민센터 2013. 4. 17 ~ 4. 18 3명 2011. 4.1 ~ 감사일 현재

죽교동주민센터 2013. 5. 22 ~ 5. 23 3명 2011. 6.1 ~ 감사일 현재

체육시설관리과 2013. 6. 12 ~ 6. 14 4명 2011. 6.1 ~ 감사일 현재

남해환경관리과 2013. 7. 3 ~ 7. 5 4명 2011. 6.1 ~ 감사일 현재

산정동주민센터 2013. 9. 9 ~ 9. 10 3명 2011. 9.1 ~ 감사일 현재

생활환경관 리 소 2013. 10. 16 ~ 10. 18 4명 2011. 10.1 ~ 감사일 현재

원산동주민센터 2013. 10. 28 ~ 10. 29 3명 2011. 10.1 ~ 감사일 현재

삼향동주민센터 2013. 11. 6 ~ 11. 7 3명 2011. 11.1 ~ 감사일 현재

목포자연사박물관 2013. 11. 20 ~ 11. 22 4명 2011. 11.1 ~ 감사일 현재

부주동주민센터 2013. 12. 4 ~ 12. 5 3명 2012. 1.25 ~ 감사일 현재

계 15개 기관 (동주민센터 11, 사업소 4)

부서/구분 감사기간 감사인원 감사대상

※ 위 일정은 업무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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