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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청렴행정 실천 및 시민과 소통하는 직무수행 유도

엄정한 직무감사를 통해 무사 안일한 업무태도 개선
깨끗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강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수행 분위기 조성

예방감찰 강화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취약시기별(설․추석 명절, 하계휴가, 연말연시) 감찰 활동 적극 실시
공직감찰을 통한 시민불편 민생현장 방치사례 해소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 실시 및 부실공사 방지

착공단계부터 준공 때까지 현장 중심의 철저한 검증으로 완벽 시공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 요소 제거 및 합리적 예산집행 유도

반성 및 교훈

자체 종합감사 시 민생현장보다 행정의 적법성 감사 치중 : 시정시책 이행실태와 함께 동장 활동역량, 사업소 기능 점검 강화
보조금 지원단체의 실질적인 감사 미흡 : 감사일정 및 감사인원 부족으로 각종 보조금지원 단체 사후관리 등 감사활동 미흡

2013년도 자체감사 결과

감사실적

구분 횟수 감사기간 (년간) 감사인원 (연인원) 대상기관

종합감사 15 3～4일 (49일) 4명 (60명) 사업소,동,위탁기관

공직감찰 4 5일 (15일) 12명 (36명) 본청, 사업소, 동

테마감사 23 2~3일 (46일) 2명 (46명) 보조금 지원 단체 등

기동감찰 5 17~18일 (90일) 4~5명 (25명) 사업시행 부서

일상감사 45 4~14일 (180일) 5명 (225명) 사업시행 부서

계약심사 36 2일 (72일) 2명 (72명) 사업시행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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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36 2일 (72일) 2명 (72명) 사업시행 부서

계 128회 452일 464명
구분 횟수 감사기간 (년간) 감사인원 (연인원) 대상기관

감사결과 처분

구 분 지적건수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비고

시정 주의 개선통보 건수 금액(원)

종합감사 150 59 91 - 225 7,055,240 환수

공직감찰 - - - - - -

테마감사 128 - - 128 1 28,660,000 환수

기동감찰 40 37 - 3 38 298,290,000 감액

일상감사 45 45 - - 20 365,813,000 감액

계약심사 36 7 - 29 31 619,165,000 감액

계 399 148 91 160 315 1,318,983,240

상급기관 감사 수감 실적

기관명 건수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조치

감사원 1 통 보 - -

안행부 28 시 정 3명(훈계) 981,962천원

전라남도 6 주 의 4명(훈계) -

감사결과 비교 ․ 분석(최근 3년)

감사 횟수

※ 2013년도 계약심사 수치는 일상감사(중복)을 미반영한 수치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종합감사 14회 17회 15회

공직감찰 4회 3회 4회

테마감사 6회 18회 23회

기동감찰 5회 5회 5회

일상감사 57회 45회 45회

계약심사 57회 66회 36회

합 계 143회 152회 128회

(http://www.mokpo.go.kr)



합 계 143회 152회 128회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상 조치

※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회수․추징 6,649 5,141 31,316

감 액 1,948,910 737,113 1,283,269

추가지급 5,017 10,830 4,398

합 계 1,960,576 753,084 1,318,983

행정상 조치

※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주 의 106 65 91

시 정 308 184 148

개선통보 - 201 160

합 계 414 450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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