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업구조별 현황 (단위:천원)

감   사   관   실

부 서 별 예 산 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 예산현황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651,854                  100.00% 668,631                  100.00%  16,777  2.51%

부     서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감 사 관 실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651,854 463,548            71.11% 188,306            28.89% -                        - 

부     서     별 예 산 액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감 사 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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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08년도 추경 1 회 일반회계

부서:감사관실
정책:열린 감사·법무행정 실현
단위: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감사관실 651,854 668,631 △16,777

열린 감사·법무행정 실현 463,548 478,401 △14,853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282,048 265,551 16,497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23,737 27,920 △4,183

201 일반운영비 18,457 21,800 △3,343

01  사무관리비 11,800 △1,56010,240

  ◎행사용품(현수막,입간판) 등 △60340 400

  ◎반부패청렴시책관련 홍보물 제작 등 △1,5008,500 10,000

02  공공운영비 10,000 △1,7838,217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 △1,7838,217 10,000

202 여비 4,760 5,600 △840

01  국내여비 5,600 △8404,760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2001,150 1,350

  ◎주요민원업무담당자 순회교육 △2001,150 1,350

  ◎공직윤리 업무협의 △2601,440 1,700

  ◎공직자 재산등록 순회교육 △1801,020 1,200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53,490 64,300 △10,810

201 일반운영비 5,610 7,110 △1,500

03  행사운영비 4,860 △1,5003,360

  ◎애향파수관 연찬회 교재 제작 △1,5001,500 3,000

301 일반보상금 43,800 53,110 △9,310

07  민간인국외여비 27,300 △5,30022,000

  ◎우수 애향파수관 선진국 견학 △5,30022,000 27,300

10  행사실비보상금 25,810 △4,01021,800

  ◎애향파수관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4,01019,000 23,010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164,821 173,331 △8,510

201 일반운영비 5,760 6,980 △1,220

01  사무관리비 6,980 △1,2205,760

  ◎감사업무 연찬회 교재제작 △3501,650 2,000

  ◎감사업무 연찬회 초청강사 수당 △50550 600

  ◎감사업무 연찬회 시설임차료 △300700 1,000

  ◎감사공무원 워크숍 교재제작 △70430 500

  ◎행사용품(현수막,입간판) 구입 등 △300700 1,000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참석수당 △150830 980

202 여비 141,091 144,241 △3,150

03  국외여비 21,000 △3,15017,850

  ◎감사분야 국외연수 △2,63014,870 17,500

  ◎법무분야 국외연수 △5202,980 3,500

203 업무추진비 12,000 15,000 △3,00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0 △3,00012,000

  ◎감사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 △2,4009,600 12,000

  ◎법무분야 유관기관 업무협의 △6002,4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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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감사관실
정책:열린 감사·법무행정 실현
단위: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301 일반보상금 2,470 2,910 △440

10  행사실비보상금 910 △140770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실비보상 △80440 520

  ◎감사업무 연찬회 강사 실비보상 △60330 390

12  기타보상금 2,000 △3001,700

  ◎일상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 △3001,700 2,000

303 포상금 3,500 4,200 △700

01  포상금 4,200 △7003,500

  ◎종합감사 우수감사관 시상 △7001,500 2,200

주민참여 확대 및 컨설팅감사 추진 40,000 0 40,000

201 일반운영비 8,000 0 8,000

01  사무관리비 0 8,0008,000

  ◎호루스시스템 홍보리후렛 제작 3,0003,000 0

  ◎감사행정자문위원회 워크숍 5,0005,000 0

202 여비 20,000 0 20,000

01  국내여비 0 20,00020,000

  ◎기업지원감사 등 컨설팅감사 20,00020,000 0

301 일반보상금 2,000 0 2,000

12  기타보상금 0 2,0002,000

  ◎감사아이템 설문참여자 보상 2,0002,000 0

303 포상금 2,000 0 2,000

01  포상금 0 2,0002,000

  ◎자체감사 우수시군 시상 2,0002,000 0

405 자산취득비 8,000 0 8,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0 8,0008,000

  ◎전산감사수행 노트북(3대) 8,0008,000 0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181,500 212,850 △31,350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89,930 105,800 △15,870

201 일반운영비 62,280 76,800 △14,520

01  사무관리비 76,800 △14,52062,280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8,90030,700 39,600

  ◎관보구독 및 법령추록 구입 △5,40030,600 36,000

  ◎법률교육 시설임차 △200800 1,000

  ◎법률교육 행사용품 구입 △20180 200

202 여비 7,650 9,000 △1,350

01  국내여비 9,000 △1,3507,650

  ◎법률교육 및 연찬회 참석 △6003,400 4,000

  ◎행정청문 등 법제업무 추진 △7504,250 5,000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 91,570 107,050 △15,480

201 일반운영비 71,850 85,350 △13,500

01  사무관리비 85,350 △13,50071,850

  ◎서울고법춘천부설치협의회 참석수당 △4002,600 3,000

- 118 -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단위:천원)

부서:감사관실
정책:열린 감사·법무행정 실현
단위: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행정심판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2,10012,300 14,400

  ◎행정심판 심리자료 유인 △1,7009,100 10,800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3,0005,400 8,400

  ◎소청심사자료 유인 △5002,650 3,150

  ◎변호사수임료 △5,60034,400 40,000

  ◎소송수행 인지대 송달료 △2001,440 1,640

202 여비 13,000 14,500 △1,500

01  국내여비 14,500 △1,50013,000

  ◎행정심판 현지조사 △7006,000 6,700

  ◎소청심사 현지조사 △2001,100 1,300

  ◎소송수행 △6005,900 6,500

301 일반보상금 2,720 3,200 △480

10  행사실비보상금 2,400 △3802,020

  ◎서울고법춘천부설치협의회 실비보상 △3802,020 2,400

12  기타보상금 800 △100700

  ◎소송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100700 800

행정운영경비(감사관실) 188,306 190,230 △1,924

인력운영비 143,580 144,780 △1,200

공무원 인건비 지원 143,580 144,780 △1,200

203 업무추진비 9,300 10,500 △1,200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 △1,2004,800

  ◎감사관 △1,2004,800 6,000

기본경비 44,726 45,450 △724

부서운영 기본경비 44,726 45,450 △724

202 여비 16,176 16,800 △624

01  국내여비 16,800 △62416,176

  ◎부서운영 국내여비 △62416,176 16,800

405 자산취득비 400 500 △1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500 △100400

  ◎칼라프린터 △100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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