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번호-22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 개발

사업구분
임기 내 완료  □

사업예산
예산사업    ☑

53.6백만원
국비   □ 도비   □

임기 후 지속  ☑ 비예산사업  □ 군비   ☑ 민자   □

목표 ◦군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원에 대한 점검 및 피드백을 통해 군정에 
대한 만족도와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함.

▮사업개요

 m 사업기간 : 연중(매년)

 m 대상민원 : 국민권익위 평가 대상 4개 분야

    - 계약,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업무 등 

 m 측정내용 : 민원업무 처리과정, 결과 등에 대한 만족도

    - 질문항에 의한 전화 조사 : 4 ~ 5개 문항

    - 4개 측정지표(친절, 투명, 책임, 공정) 금품․향응․편의 제공 여부

    - 불만족 응답자에게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민원만족도 확인

 m 측정방법 : 전화설문조사(기간제근로자 채용 매월 말 1주간 실시)

 m 소요예산 : 53,600천원(군비)

▮추진상황(2018. 7. 1. ~ 현재)

《1차 설문조사》 

m ‘19년 1차 민원만족콜 설문조사 실시

  - 민원처리기간 : ’18. 7.  1. ~ ’18. 12. 31.(6개월)   

  - 설문조사기간 : ’19. 1. 21. ~ ’19.  2.  1.(10일간) 

  - 설문대상 : 1,424건(응답률 618명 43.3%)

     § 공사ž계약ž감독 383건, 보조금지원 258건, 재․세정 125건, 인ž허가 658건

m 1차 민원만족콜 설문조사 결과

  - ’19년 1차 민원만족콜 설문조사 결과 공사계약감독 분야에서는 ’18년도 청렴도조사와 



비슷한 98%정도 민원만족도를 나타났으며, 보조금 지원 분야에서는 잦은 인사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불친절 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 재ž세정 분야에서는 민원인보다 대행업체에서 불만이 많음.

《2차 설문조사》 

m ’19년 2차 민원만족콜 설문조사 실시

  - 민원처리기간 : ’19. 1. 1. ~ 4. 30.(3개월)  

  - 설문조사기간 : ’19. 5. 21 ~ 5. 24.(5일간) 

  - 설문대상 : 1,505건(응답률 545명, 36.2%)

    § 공사ž계약ž감독 669건, 보조금지원 330건, 재․세정 121건, 인허가 385건

m 2차 민원만족콜 설문조사 결과

  - ‘19년 2차 민원만족콜 설문조사 결과 4개 분야(공사계약, 인ž허가, 보조금, 재ž세정) 

1차 민원만족콜 청렴도 조사와 비슷한 98%정도 민원만족도를 나타났으며, 

인ž허가 및 보조금 지원분야에서는 직원들의 잦은 출장 및 업무숙지 미흡 등

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히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차 설문조사》 

m ‘19년 3차 민원 만족 콜 설문조사 실시

  - 민원처리기간 : ’19. 5. 1. ~ 6. 30.(2개월)  

  - 설문조사기간 : ’19. 7. 8. ~ 7. 12.(5일간) 

  - 설문대상 : 874건(응답률 354건, 40.5%)

    § 공사ž계약ž감독 501건, 보조금지원 121건, 재ž세정 45건, 인허가 207건

m 3차 민원 만족 콜 설문조사 결과

  - ’19년 3차 민원 만족 콜 설문조사 결과 공사계약분야 및 보조금분야에서는 ’19년 2차 청렴도  

     조사결과보다 약 1% 정도 상승하여 99% 정도의 민원만족도를 나타났으나, 인허가분야   

     중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 민원은 증가 추세이나 업무처리 담당자 부족으로 행정적 처리  

     등이 지연 된다는 의견이 많음.



《4차 설문조사》 

m ‘19년 4차 민원 만족 콜 설문조사 실시

  - 민원처리기간 : ‘19. 7. 1. ~ 8. 31.(2개월)  

  - 설문조사기간 : ’19. 10. 21 ~ 10. 25.(5일간) 

  - 설문대상 : 660건(응답률 316명, 48.0%)

    § 공사ž계약ž감독 263건, 보조금지원 127건, 재ž세정 43건, 인허가 227건

m 4차 민원 만족 콜 설문조사 결과

  - ‘19년 4차 민원 만족 콜 설문조사 결과 4개 분야(공사계약, 인ž허가, 보조금, 재ž세정) 

모든 분야에서는 담당자 등 업무연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지원 

분야 담당자는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민원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 2019 청렴도 평가 : 3등급(7.75점)  ↑ 2등급

    ž 외부 : 3등급 8.11점, 내부 : 4등급 7.10점

▮공약이행 지표 

지표명 단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0년
이행률

(%)

설문조사 계획수립 건 1 1 100

설문조사 위탁 건 1 1 100

설문조사 시행 회 4 4 100

2019년 11월말 기준 공약 이행률 100

▮예산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계획 총계 지금까지 확보 내역 집행총계
비고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확보
총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집행
총계

임기전 임기내

53.6 53.6 20 20 20 20



▮향후 추진계획

 m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

   § “민원 만족 콜” 지속 추진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 (‘20. 2월 중)

주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감사팀장 조정웅   담당자 김현미 (☎5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