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본방향

2. 조직 및 인력현황

(단위: 백만원, %)

3. 예산현황

제2장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전략목표
○ 민선6기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책임행정 구현
○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공직문화 정착

[소관실국] 감사관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강원 구현

< 정책사업목표 현황 >

(단위: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단위 사업수 예산액

 민선6기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공직문화 정착 및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책임행정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강원」 구현

6 1 356

(단위 : 명)

부서명
정원

현원 계단위 직제명
계 4급이상 5급 6급이하

계 40 1 7 32 40

감사관실 40 1 7 32 40
감사기획팀, 회계감사팀, 기술감사팀, 
올림픽시설점검팀, 특정감사팀, 
공직윤리팀, 일상감사팀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계 443 100.00 % 437 100.00 % 6 1.36%

정책사업 356 80.46 % 362 82.91 % △6 △1.64%

행정운영경비 86 19.54 % 75 17.09 % 12 15.91%

인력운영비 0 0.00 % 0 0.00 % 0 0.00%

기본경비 86 19.54 % 75 17.09 % 12 15.91%

재무활동 0 0.00 % 0 0.00 %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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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2)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

정책사업목표
민선6기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공직문화 정착 및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책임행정 구현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청렴강원」실현

○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사전 컨설팅 감사」운영
○ 회계사고 예방을 위한「회계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실시
○ 생활주변 재난안전 취약시설「예방 감사」체계 구축
○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반부패 청렴시책」지속 추진
○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강화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
치

실적 및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구분 '14 '15 '16 '17 '18

주민참여 및 감사결과 공개
실적(%) 일반 0.2

목표 100 100 100 100 100
도민감사관 제보 
처리실적(30%) + 
고충민원 
처리실적(30%) + 
감사결과 
공개실적(40%)

도민감사관 
제보처리 
목록, 
고충민원 
대장, 
감사결과 
공개실적(홈
페이지)

실적 100 100

감사․조사결과 문책자 수 
(명) 핵심 0.2

목표 300 340 340 340 340 당해연도 
감사․조사결과 총 
문책자수

감사결과보
고서 또는 
요약서실적 525

2016년 자체감사 
모범사례․수범사례 발굴 
건수(건)

일반 0.2

목표 18 20 20 20 20 ('16년 자체감사 
모범사례․수범사례 
발굴 건수 / 16년 
자체감사 
모범사례․수범사례 
목표 건수) × 100

감사결과 
모범사례․수
범사례 목록 
및 전파 공문

실적 24 24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급
(5단계 등급)

일반 0.2

목표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3등급" 이상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국민권
익위원회)

실적 4등급
미발표
공란
처리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률(%) 일반 0.1

목표 41.6%
이상

41.6%
이상

41.6%
이상

41.6%
이상

41.6%
이상

[(법정 처리기간 - 
평균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 
100

계약심사 
실적 보고서 
또는 
처리대장

실적 77.5% 65.8%

감사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 일반 0.1

목표 100% 100% 100% 100% 100% [감사관련 
교육이수 
총시간/(감사담당
자 수 × 연 
40시간)] × 100

교육훈련 
이수실적(상
시학습 승인 
목록 등)

실적 100% 100%

- 66 -



<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

○ 주민참여 및 감사결과 공개 실적

- 과거추세 반영

○ 감사․조사결과 문책자 수

- 과거추세(2010년~2015년까지의 연평균 418건)의 80% 반영

○ 2016년 자체감사 모범사례․수범사례 발굴 건수

- 과거추세(2012~2015년까지 연평균 19건)반영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급

- "3등급"이상 평가등급 지속 달성

○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률

- 강원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및 계약심사 운영계획

○ 감사담당 공무원 교육훈련 이수율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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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및 주요내용

 ○ 목적

- 자체감사 강화, 도민 권익보호 우선, 깨끗한 행정․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 예방감사시스템 구축 및 재정건전성․지역이익을 제고하는 생산적 계약심사

 ○ 주요내용

-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 관련 예산사업 내역

□ 관련 예산사업 개요

단위사업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단위:개, 백만원)

사업명 회계구분 '14결산 '15예산 '16예산
비고

(세부사업수)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일반회계 834 362 356 4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750 238 248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45 50 41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21 45 47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18 28 21

사업명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사업내용

- 종합감사, 회계감사, 기술감사, 민원조사, 공직감찰 등 각종 감사활동 수행
- 우수감사관 시상/ 기술분야 외부전문가 보상
- 감사업무 연찬회 개최 1회
- 감사공무원 해외연수
-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운영
- 동계올림픽 부실공사 방지 정기점검 운영수당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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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 시군 종합감사 도민감사관 감사참여 : 시단위 6명, 군단위 3명
- 우수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 40명
- 활동능력제고를 위한 합동연찬회 개최 : 1회 180명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사업내용

- 부패방지 제도개선 및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자체 청렴도 조사 및 청렴도평가 우수부서 시상
- 공직자 비리신고 보상금제도 운영
- 재산등록의무자 금융조회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교육 등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사업명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사업내용
운영성과 분석 및 심사대상 범위 확대 등 검토
심사기법의 내실화 및 엄정한 심사를 위한 전문성 강화
일상감사를 통한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

사업기간 연례반복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 100%

시행주체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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