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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서울시 자체감사기구 주요 현황

1) 서울특별시: 본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1실 8본부 8국 16,788 26,513,778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위원회 기관장 3담당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118 / 119 1,329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담당관
- 감사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지원, 감사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감사,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 시비보조단체 및 보조사업 감사

안전감사담당관
- 재해·재난대책 및 도시시설물 감사, 안전 감사 옴부즈만 운영, 일상·사전
컨설팅감사, 산하기관 지도, 하도급 관련 조사 및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조사담당관
- 공직자 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처리, 시정 주요 시책사업 확인·점검, 
공익제보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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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 종로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190 323,505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4 / 26 225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시책평가, 감사계획, 공직기강, 공직자 재산등록 

조사팀 - 감찰, 외부기관 통보, 특별환경순찰단 운영

민원관리팀 - 민원처리 실태점검, 리콜민원통계, 인터넷 민원처리 

도시비우기팀 - 도시비우기 사업 추진 및 실무협의회 운영

직소민원실 - 직소민원 업무처리

3) 자치구: 중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211 335,692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1 / 21 19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시책평가, 감사계획, 청탁금지법 관련업무, 감사업무 총괄

조사팀 - 공직기강 업무, 동향보고 공익신고

민원관리팀 - 민원처리 실태점검, 고충민원 처리, 국가인권위원회 업무 

기술심사팀 - 기술심사 및 계약심사 업무(공사 용역, 물품학술용역 등), 일상감사업무

직소민원팀 - 직소민원 업무처리, 인터넷 민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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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치구: 용산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271 331,30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5 / 26 20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상시감사, 일상경비 및 세입현금관리, 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조사팀
- 공직자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수사기관),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직소민원팀 - 방문 및 전화 민원관리

환경순찰팀 - 기획순찰 및 환경순찰 실태 점검

계약심사팀 - 계약원가심사 계획수립, 계약원가심사 및 원가관리시스템 운영 총괄

5) 자치구: 성동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340 364,222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2 / 24 174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감사활동 및 각종 청렴시책 추진, 공직기강 확립 업무, 주요업무 평가, 일상감사, 
계약심사업무

조사팀 - 클린신고센터 운영, 비위공무원 조사

인권팀 - 구청장과 대화의 날 운영, 인권 보장 및 증진 업무, 새올상담민원 처리

안전순찰팀 -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운영, 환경순찰, 응답소 민원 처리

구민고층민원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업무,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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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치구: 광진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080 355,54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1 / 22 18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감사종합계획, 특명사항·감사원 등 외부기관 관련업무 처리, 감사제도(법령, 
조례규칙 등)·클린감사방·공공감사정보시스템 운영, 공직기강 점검

조사순찰팀
- 청렴조사 및 구청장 특명사항 조사 및 처리, 청렴업무 관련 조사 및 청렴 
해피콜 업무

일상감사팀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인권업무 전반, 부패영향 평가

직소민원팀 - 구청장 지시사항 및 민원관리 추진, 인터넷·서울시 원클릭 민원관리

7) 자치구: 동대문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336 457,13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4 / 25 220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자체감사 및 부패방지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공무원 기강확립 및 청렴 업무, 
일상감사, 외부기관 감사

민원조사팀 -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윤리위원회 운영

계약심사팀 - 주요업무 평가,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

청렴팀 -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추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환경순찰팀 - 시기별 종합대책 및 안전 점검 실시, 주민참여 환경순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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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치구: 중랑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205 466,766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3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4 / 20 197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연간감사계획, 자체감사, 감사원 관련 업무, 주요업무계획, 부패방지 시책 총괄

조사팀 - 특별조사, 복무감찰, 일상감사, 재산등록, 기동대 운영

민원관리팀 - 응답소 종합운영 및 관리, 고충민원, 친절도 점검

9) 자치구: 성북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408 478,44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3팀 1센터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3 / 24 422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시책추진, 자체감사업무, 일상감사, 계약심사(물품), 하도급, 자체감사업무, 
서울시 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민원조사팀 - 구청장 직소민원실 관리, 고충민원 , 재산등록 등

환경순찰팀 - 현장민원, 환경순찰, 시민불편살핌 등

인권센터 - 인권위원회, 재개발인권영향평가, 공무원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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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치구: 강북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116 410,041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2 / 23 167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청렴정책 추진, 행정감사(정기·수시·특정감사 등) 
및 일상감사, 공직기강 업무

민원조사팀 - 고충민원 등 민원사항 처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계약심사팀 - 품질관리 적정성 및 예산절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

환경순찰팀 - 응답소 현장민원 상시모니터링 관리, 기획순찰제 운영 및 환경순찰 운영

11) 자치구: 도봉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159 436,368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1 / 22 268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종합·일상감사, 공직기강 확립, 주민감사, 감사원 업무, 계약심사

민원조사팀 - 특명사항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각종 고충민원 및 집단민원 처리

청렴인권팀 - 청렴종합대책 및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처리

일사천리팀 - 기획·일상순찰, 휴일 기동반 운영, 응답소 현장민원, 재난(수방·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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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치구: 노원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391 668,991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0 / 20 183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자체감사 및 감사원, 서울시 외부감사,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자율적 내부통제,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 주요업무계획 수립

조사팀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직무감찰, 기획조사

민원서비스팀 - 고충민원, 집단민원, 전화.방문.인터넷 민원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인권청렴팀
-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실시, 청렴시책 
수립 및 실시

13) 자치구: 은평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271 540,00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1센터
현원/정원(명) 예산(백만원) 기구장 임용형태

25 / 25 273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청렴팀
- 종합감사계획 및 결과조치 사항, 청렴도 향상 수립 및 추진, 과 서무, 인사관리, 
예산회계

조사팀 - 특명사항 및 주요 시책사업 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민원순찰팀 - 환경순찰 종합계획 수립, 응답소 현장민원 모니터링 및 평가
기술감사팀 - 분야별 감사계획 수립 및 계약심사
구청장민원팀 -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인권센터 - 인권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권침해 상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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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치구: 서대문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256 392,412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1 / 22 17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자체감사 및 감사원·서울시 외부감사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감사정보시스템, 
청렴시책평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기술감사팀
- 안전건설분야 감사, 일상감사, 공사·용역 등 계약심사, 청렴교육 및 부패영향평가, 
간부직 청렴도 운영

조사팀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직기강 확립, 공익제보 처리

민원조사팀 - 기획·환경순찰, 민원지도시스템 관리, 서면민원 및 응답소 민원처리, 옴브즈만 운영

15) 자치구: 마포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386 498,354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3 / 24 216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종합감사, 공직기강, 일상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총괄, 청렴교육 및 홍보

조사팀 - 특명사항 조사, 시책추진사항 조사,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접수처리 등

심사팀 - 일상감사(계약분야), 하도급 부조리 개선 업무 추진, 물품제조 및 구매 심사

민원소통팀 - 고충민원, 집단민원 업무,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 고객만족 및 민원대책 계획수립

환경순찰팀 - 기획·합동순찰, 응답소 현장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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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치구: 양천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145 466,93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19 / 20 18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공무원비위조사 및 징계제청, 공직기강 확립, 
청렴지수 향상 추진

조사팀 - 특명사항 조사처리, 외부기관 비위통보 공무원 조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청장민원순찰팀 - 청원·진정민원 및 전화·방문민원 처리, 구청장민원실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심사평가팀 - 물품구매, 공사용역 사전 심사

17) 자치구: 강서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370 584,426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4 / 24 219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감사계획수립 및 감사기본계획 수립,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부패영향평가, 
공무원 행동강령, 감사원 외 기타 외부감사 자료

조사팀
- 외부기관 공무원 비위통보사항 조사, 특명사항 조사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시책
추진사업 점검 및 지도

민원갈등관리팀 - 공공갈등 관리 민원조사 및 접수, 구청장 관련 민원조사 처리

지역순찰팀 -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순찰 관리

계약심사팀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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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치구: 구로구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실 1,198 429,24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부기관장 7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0 / 23 38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생활복지국, 안전행정국, 시설관리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 업무
조사팀 - 특명사항 조사, 서울시,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업무
청렴인권팀 - 청렴 및 인권업무, 해피콜
계약심사팀 - 계약심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민원순찰팀 - 갈등관리업무, 전자민원(새올상담), 고충민원(응답소)
직소민원실 - 직소민원담당보좌관 및 민원처리 
구로구옴부즈맨 - 옴부즈맨 업무지원

19) 자치구: 금천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074 314,004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1 / 24 135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및 평가 업무, 외부기관 감사(감사원·서울시·권익위), 예산·
회계 관련 업무

조사팀
- 특명 및 지시사항 조사, 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총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심사평가팀 - 주요 계약심사 및 성과평가

열린민원팀 - 고충민원 확인 및 업무분쟁 조정, 공공갈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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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치구: 영등포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334 428,47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7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7 / 28 287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도 개선 및 평가 업무, 자율적 내부통제 총괄운영, 감사계획수립 총괄 등
조사팀 - 외부기관 및 감사관련업무, 감사관련업무 동향보고
민원관리팀 - 민원처리 및 공공갈등 관리,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 업무
계약심사팀 - 계약심사 업무 및 조정 총괄 
순찰팀 - 일반·합동순찰 기획 및 추진
인권팀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현장행정지원팀 - 안전·복지민원 현장방문 조사 및 지원

21) 자치구: 동작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2단 1,254 466,987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2 / 26 67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및 평가 업무, 외부기관 감사, 예산·회계 업무 등

경영감사팀 - 주요 계약심사 및 성과평가

조사인권팀
- 특명 및 지시사항 조사, 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안전순찰팀 - 기획순찰 총괄, 환경순찰 적출, 응답소 현장민원, 동장 현장행정 관리
소통민원팀 - 고충민원 확인 및 업무분쟁 조정, 외부기관 등 각종 고충민원 접수 등



부록 / 91

22) 자치구: 관악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331 457,588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5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2 / 25 214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청렴시책 및 평가 업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서무·회계 업무

인권조사팀
- 특명 및 지시사항 조사업무, 외부기관 통보사항 처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민원관리팀 - 전자민원관리 및 주민불편 신고 처리

환경순찰팀 - 기획순찰, 일반순찰 계획 및 평가, 응답소 업무

민원실 - 전화 및 방문민원 상담

23) 자치구: 서초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6국 1,359 592,759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6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4 / 24 210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일상·감사원·자체감사 업무, 청백시스템, 청탁금지법

조사팀 - 특명 및 지시사항 조사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및 수사기관 비위통보 처리

환경순찰팀 - 기획순찰, 환경순찰 계획 및 평가

민원실 - 민원관련 사항 업무

계약심사팀 - 공사 및 기술용역 계약심사

구청장민원비서팀 - 관련업무 총괄 및 상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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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치구: 강남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514 668,525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5 / 23 446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감사종합계획수립, 자체감사 실시, 감사원・행자부 및 기타 외부기관 감사 업무, 
예산・회계・물품관리업무

리스크관리팀 - 청렴 추진 기획 및 업무,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총괄, 일상감사 업무

조사순찰팀 - 특명사항 및 공직기강, 공직자 비리 신고처리, 환경순찰 등

민원조정팀 - 고충·응답소 민원시스템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25) 자치구: 송파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국 1단 1,437 577,004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3 / 22 252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청렴팀
-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 반부패 청렴업무, 특별대책 관련 업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총괄, 예산·회계 업무

조사팀 - 안전점검 주요시책 점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등

민원지원팀 - 고충민원(응답소, 서면민원) 관리, 주민만족도 모니터링 및 평가 및 소통민원실 운영

계약심사팀 - 계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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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치구: 강동구청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6국 1단 1,130 436,156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담당관 부기관장 4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3 / 23 192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자체감사 및 처분, 주요 정책업무 모니터링, 공직기강 대책 및 행동강령 운영, 
청렴도 종합대책 추진, 

조사인권팀
- 비위공무원 징계 등 처분, 진정민원 및 지시사항 조사, 공직자 비리센터 및 
위원회 운영, 인권교육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생활민원팀 - 기획순찰 및 환경 불편사항 개선 및 각종 시책 점검, 인터넷 민원관리 등

심사평가팀 - 계약심사

27) 투자기관: 서울메트로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본부 3실 10,215 1,850,468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독립 3처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37/37 136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경영감사
- 연간감사계획 수립, 종합감사, 재무감사, 사무분야 감사(일상감사, 사후감사), 
통합감사시스템 운영 등

기술감사
- 기술분야 감사(일상감사, 사후감사), 리스크 예상사업 특별감사, 민원처리 및 
특명사항 감사 등 

청렴감사
- 반부패 청렴계획 수립‧시행, 청렴시책평가(권익위, 서울시) 업무, 공직기강 및 
감찰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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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투자기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4본부 5실 6,501 898,00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독립 2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6 / 26 101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1팀
- 기획조정실, 홍보실, 경영지원본부 소관 협력기관, 고객서비스본부 및 소관 
협력기관 감사, 타 기관 감사결과 처리 및 총괄

감사2팀
- 안전관리실, 운영본부 소관 협력기관, 기술본부 및 소관 협력기관 감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관련 업무 등

29) 투자기관: 서울시설공단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6본부 2실 2,656 265,39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독립 3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1 / 23 139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부패방지팀 - 시민옴부즈만·모니터링, 청렴시책 및 부패신고센터·윤리지수

경영감사팀 - 자체·일상감사, 복무감사 및 재무감사, 민원업무 등

기술감사팀 - 전기·통신·조경·토목 등 기술감사



부록 / 95

30) 투자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6본부 1실 1,107 5,188,29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독립 2부 1반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18 / 20 334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행정감사부
- 행정분야 감사, 외부기관 감사수감 총괄, 공직기강 관련 업무, 윤리경영 및 
청렴 관련 업무, 행정분야 현장 사고 및 진정민원

기술감사부
- 기술분야 감사, 기술분야 외부기관 감사 수감, 사업현장 업무상황 점검 및 
공과사항 조사, 현장 부조리 및 감찰 관련 업무

청렴추진반 - 청렴도 조사 및 공직기강 업무, 공직기강, 부패영향평가 등

31) 투자기관: 농수산식품공사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본부 2실 296 148,075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독립 1실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6 / 7 62 개방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실
- 종합감사, 직원사정 업무, 반부패 청렴시책, 청탁등록시스템 업무, 기술감사, 
동향업무, 공직기강 등 감사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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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연기관: 서울의료원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4부, 3실 1,292 140,14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기관장 1실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3 / 3 3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실 -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및 부패방지 업무, 행정 개선 감사 등

33) 출연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2본부 3실 5부 287 154,80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기관장 1실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4 / 4 -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실
- 감사계획수립, 각종 감사 실시, 반부패-청렴시책 관련 업무, 대외감사 대응, 
결과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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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출연기관: 세종문화회관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3본부 1실 453 47,455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기관장 1실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 / 3 19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실 - 감사 실시, 감사 관련 조사 업무, 청렴도 및 부패방지 업무 총괄

35) 출연기관: 서울문화재단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4본부 2실 142 19,915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기관장 1실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 / 3 -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실
- 감사 및 일상감사 운영, 외부감사 추진 지원, 시민감사 옴부즈만 공공사업 
감시 지원, 정보공개제도 운영 관리, 청렴 자율준수제 관련 평가, 반부패-청렴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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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연기관: 서울시복지재단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3본부 1실 95 20,780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실 기관장 1실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3 / 3 -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실
- 대외감사 수감, 투자·출연·출자기관 자체감사기구 활동 평가 지원, 일상감사업무
(계약, 예산), 자체 상시모니터링 업무, 청렴교육 및 청렴문화 확산 사업 등

37) 출연기관: 서울시립교향악단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1본부 1단 144 19,142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역 기관장 -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1 / 1 1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역
- 감사 관련 업무, 부패방지 관련 업무,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부서 목표관리, 
심사분석, 평가 관련 업무, 윤리경영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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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출연기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1국 3부 24 2,741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경영기획부 기관장 기획조정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3 / 3 2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기획조정팀(일부) - 감사 및 반부패(청렴) 관련 업무, 정보공개 등

39) 출연기관: 서울산업진흥원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 원)
5본부 1실 199 132,523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청렴감사팀 기관장 1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 원) 기구장 임용형태

2 / 4 36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청렴감사팀 - 감사 및 윤리경영 관련 업무, 내외부 민원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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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출연기관_서울디자인재단

< 자체감사기구 현황 >

기관 
기본현황

조직(실국본부, 개) 총원(명) 예산(세출, 백만원)
2단, 5본부 127 54,406

감사기구 
기본현황

기구명칭 소속 조직(과팀)

감사팀 기관장 1팀
현원/정원(명) 예산(백만원) 기구장 임용형태

2 / 2 - 임명직

< 주요 업무분장 >

감사팀 - 감사 및 윤리경영 관련 업무, 부조리통합신고센터 운영, 민원 및 분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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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자체감사활동 인식조사 설문지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내부직원 인식 조사

                     CODE - - ID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역할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감사부서 직
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 질문과 관련하여 근무 중인 감사부서의 활동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추상적이거나 여러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질문되어진 경우
에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여 답변하시면 됩니다. 

응답내용은 자체감사 지원을 위한 연구에 사용될 뿐 그 외의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
되지 않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신 민 철

                                  문의처: 02-2149-1113(김성수 연구원)

    
※ 통계법 1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인적사항 관련 사항

성    별  1) 남           2) 여 

연    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근 무 처  1) 서울시 본청     2) 자치구     3) 투자기관      4) 출연기관

직    급  1) 감사    2) 책임자(처실장)   3) 관리자(____급)   4)실무자(____급)

기관
근속기간

 _________ 년 _________개월  

감사부서 
근속기간

 _________ 년 _________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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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부서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

(1-1~1-7) 다음은 근무하시는 감사부서의 업무비중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감사부서 전체 업무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아래 제시된 주요 업무들의 비중이 인력 

및 예산 배분, 업무빈도 및 부담도 등을 감안했을 때 각각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각 업무량들의 전체 합은 100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부서 주요업무 현재 업무 
비중(%)

(1-1) 연간 수립한 감사계획에 따른 실지(현장) 감사 업무

(1-2) 정책의 계약, 집행 등 업무관련 일상감사 업무

(1-3)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처리 등 조사 및 사정 업무 

(1-4) 기관장, 의회 및 상급기관(감사원 등) 관련 지원 업무 

(1-5) 공직기강 관련 청렴도 평가, 진단, 교육 등 부패방지 업무 

(1-6) 기관의 사업 및 업무수행 과정의 비효율성,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및 컨설팅 업무

(1-7) 기타 업무(예시: 기획, 홍보, 법무, 계약, 일반민원처리, 대외협력 등 )

합  계 100% 

(1-8~1-13) 현재 감사부서에 근무하면서 감사부서의 권한과 관련하여 느끼시는 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감사부서장이 감사활동과 관련한 적절한 지위
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감사부서의 의견이 기관 내에서 잘 받아들여지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0) 감사에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1) 감사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2) 감사부서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감사수당, 평
가가점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3) 기관장이 감사부서의 권한, 권위, 의견 등을 
충분히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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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부서의 전문적 감사활동 수준에 대한 인식

 (2-1~2-9) 현재 감사 부서에 근무하면서 자체감사에 요구되는 전문적 감사활동 수

준과 관련하여 느끼시는 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부서의 

감사활동 수준에 대해서 솔직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감사부서는 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3-5년) 감사전략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연간감사계획을 감사환경분석, 감사 우선순위 
및 감사 사각, 기관 위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충실히 수립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관행적 감사가 아닌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는 
감사방법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감사결과 처리(처분요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
한 절차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전문적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규
정, 정책, 절차들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안통제 정책 및 규
정을 만들어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 (예：서류 
보관기한, 외부공개 전 승인절차, 전자서류 비
밀번호 등 보안규정)

① ② ③ ④ ⑤

 (2-7)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규정을 마련하고 적절
히 공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반영여부를 확인하
기 위해 사후점검(집행전말감사)하고 그 결과
를 적절히 보고 및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감사활동 수행 과정에서 타 감사기구 및 전문
가 등 외부와의 협력관계가 충분히 구축-활용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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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3) 현재 근무하는 감사부서의 감사활동의 효과와 관련하여 느끼시는 부문

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감사부서의 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0) 감사활동이 기관의 미션 및 목표달성에 기여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1) 감사활동이 기관의 사업(정책) 효율성 및 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2) 감사활동이 기관의 투명성 제고(비리/부패예방 
등)에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3) 감사활동이 기관의 자산손실이나 위험을 예방
하고 업무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감사부서 내부통제 활동 수준에 대한 인식

※ 내부통제란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정과 오류를 예방, 적발, 수정하기 위한 모든 

제도적 절차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3-1~3-6) 다음은 기관의 내부통제 과정에서의 감사부서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각 내용별로 ‘중요도’ 항목에는 예방/적발/사후점검을 위한 내부통제 과정에서 감사부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1(전혀 중요/필요하지 않음)에서 5(매우 중요/필요함) 중에 

선택해 주시고, ‘현 수행수준’ 부문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현재 감사부서의 수행 수준에 

대해서 1(매우 취약함)에서 5(매우 뛰어남)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설문 문항
감사부서 역할 중요도 / 수행수준

낮음<----------높음

(3-1,2) 업무상 부정오류의 발생위험이나 업무절차(규
정) 문제를 사전에 확인 및 예방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현수준 ① ② ③ ④ ⑤

(3-3,4) 사건(문제) 발생 직후 비효율적, 비경제적 업무
절차(규정)을 적시적발 및 개선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현수준 ① ② ③ ④ ⑤

(3-5,6) 업무관련 절차 및 규정 등 전반적 내부통제 활
동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현수준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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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1) 현재 내가 속한 감사부서는 기관의 핵심운영 업무 중 어떤 부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번호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설문 문항 순위(1-5)

(3-7) 전략 관리 (기관의 미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의 기획, 실행, 모니터링, 
학습 등의 적정성 및 실효성 점검)  

(3-8) 정보 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권한관리, 안정성, 보안 등 운영 실효성 점검) 

(3-9) 재무 관리 (예산편성 및 구매, 자산, 현금 관리의 기록, 관리 및 보고 적정성 
및 실효성 점검)

(3-10) 계약 관리 (사업 필요성 및 계약규정 및 체결, 실행 관리 적정성 및 실효성 점검)

(3-11) 인사 관리 (채용, 승진배치, 평가 및 보상 업무 적정성 및 실효성 점검)

(3-11-1) 위의 문항 중에서 현재 감사 부서 내부통제 활동 중 가장 잘 수행되고 있지 않는 

취약한 부문이 무엇인지 2가지만 번호를 표시해 주십시오. (    )  (     )

(3-12~3-16) 현재 감사 부서에 근무하면서 감사부서의 내부통제 활동과 관련하여 느

끼시는 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체크(✔)해 주

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감사부서는 ____________.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12) 새로 제안된 법령, 규정 등이 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서, 기
관에 제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3) 일상감사, 상시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감사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4) 각 부서업무(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
해 위험도 우선순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감사 및 개선 제안에 활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5) 내부통제 관련하여 기획, 인사, 재무 등 주요 
부서와의 협력적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6) 각 부서의 위험요인, 규정개선, 애로점 등 부서
의견을 적극 수렴, 검토하여 반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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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감사활동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인식

(4-1) 앞서 질문내용 등을 살펴 볼 때 현재 기관 내부통제를 위한 자체감사활동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3
가지를 번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자체감사활동 주요 문제점

 1) 내부통제 기준, 점검리스트 등 기관에 특화된 감사매뉴얼의 수립 및 활용 부족  

 2) 평가,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통제활동 미흡 

 3) 내부부서 한계에 따른 감사부서 활동 및 의견조치의 독립성(권한) 확보의 어려움

 4) 감사부서의 인원 및 예산 부족

 5) 감사부서 지원미흡 등에 따른 감사직 직무기피 및 비선호 현상 

 6) 감사업무 외 기타 업무의 과중

 7) 감사부서 전문성 활용도 미흡 (교육훈련 및 내외부 전문가 활용 등)

 8) 순환보직 등에 따른 감사결과의 온정주의, 관대화 경향

 9) 법무, 인사, 재무, 기획, 평가 등 관련 부서들과의 소통 및 협력 부족

10) 기타 (                                                             )

(4-2) 자체감사활동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3가
지를 번호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자체감사 강화를 위한 개선대안

 1) 내부통제기준 및 점검 체크리스트, 감사 매뉴얼 보급 등 지원 (교육, 평가 등) 강화

 2) 사전적 내부통제 활동 중심으로 자체감사 업무 전환 유도

 3) 감사부서 위상 및 권한 확대를 통한 자율성(독립성) 확보

 4)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인력 및 충분한 예산 확보 지원 

 5) 인사상 지원(근무평정, 수당 현실화 등)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한 직무 매력도 확대

 6) 감사원, 상급기관과 자체감사부서 간 업무 역할 구분 (단일감사 체제 강화)

 7) 내부통제를 위한 관련 업무부서(법무, 예산, 회계, 기획, 평가 등)간 협력체계 강화

 8) 감사직렬(직류)제 강화를 통한 감사업무의 전문직화 추진 

 9) 서울시, 자치구, 출연기관 감사부서 간 정기적 인사교류 추진 (인사적체 해소 등)

10)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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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마지막으로 자체감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감사원, 서울시 감사위원회 혹은 소속 감사
부서와 관련되거나 자체감사업무, 국가 감사체계 등 감사와 관련하여 평소에 
생각하셨던 문제의식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관적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