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   공평·공정·공개 3원칙의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사업기간 연중
총사업비
(백만원)

비예산

완료시점 사업구분 추진주체 이행단계

임기내 임기후 신규 계속 국가 도 군 기타 완료
종결

완료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이행률

○ ○ ○ ○ 40%

추진부서
(협조부서)

총무과

(군정혁신단, 재무과)
담 당 자
(연 락 처)

김상수, 기병석, 최수진

(5715, 5284, 5272)
 

 최종목표

m 군민․공직자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 공감대 형성으로 청렴해남 구현

m 소통하는 인사운영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고 성취동기 부여

m 지방계약 법령과 절차를 준수한 공평․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사업개요

m (사업기간) 2018 ～ 2022

m (주요내용) 

   - 공평·공정·공개의 조직문화 확립

   -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 직원의견을 반영한 인사관리

   - 업무 지원․자문 위주의 감사행정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청렴도 상시확인시스템 운영

   - 갑질피해․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등

   - 관련 법령․예규․규칙 등 기준과 절차에 따른 입찰․수의계약제도 운영

   - 지역 생산 물품 우선 구매 등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

   - 군 홈페이지 계약 과정 공개



 공약달성 확인지표

달성지표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6

인사운영 
기본계획 

직원의견 반영
계획 1회 1회 1회 1회 1회
실적 1회 1회 - - -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계획 2회 2회 2회 2회 2회
실적 2회 1회 - - -

청렴도 향상 계획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실적 2등급 - - - -

계약정보 공개 계획 100% 100% 100% 100% 100%
실적 100% 100% - - -

 지금까지 추진실적

연도 세부 추진계획 비고

2018

○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추진
 - 소수직렬(방송통신직, 세무직) 인사 고충 반영
 -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부서 인력 보강
 - 조직개편에 맞추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체계를 만들기 위한 「일과 사람 중심의 인사 체계」 확립

○ 공무원 갑질 피해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접수창구 운영

○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1등급 상향(3등급 → 2등급)

 - 공직자비리 불친절 신고,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으로 군민 참여 유도

 - 민원만족도 군민 의견수렴 클린해피콜 전화설문조사 매월 추진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1부서 1청렴시책, 청렴교육 지속 추진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상향 추진(2등급 → 1등급)

 - 군민 공감 청렴시책 추진, 민원만족도 제고로 외부청렴도 상향 

 - 제도개선, 인센티브 부여, 자율적 내부통제로 내부청렴도 향상 

 -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실천캠페인 추진으로 공직자 청렴의식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6,896건

 - 공사 2,210건 / 용역 529건 / 물품 등 4,157건 

○ 신속한 계약사무 처리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지원

 - 상반기: 도내 2위 / 하반기: 도내 5위

 - 원인행위 및 지급현황: 23,381건(559,398백만원)

    * 2017년 대비 17%(금액 5%) 증가 

○ 공직자 회계실무 교육 실시

 - 3회 / 78명 / 문화예술회관 전산교육장



연도 세부 추진계획 비고

○ 공감하는 수의계약 제도 운영

 - 공종별 적정 배분 계약 실시

 - 우리 지역 전문건설업협회장과 수시 간담회 실시

 - 농공단지 등 지역 생산물품 우선 구매: 435건(2,980백만원)

○ 투명한 계약 집행을 위한 계약 정보 군청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 체결현황, 대가 지급현황 등

○ 재정 운영 실태와 성과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2017회계 결산: 813,536백만원

  · 일반회계 796,189백만원/ 특별회계 17,347백만원

2019
(2분기)

○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019. 2. 22.)

  - 직원 의견수렴 및 반영  

○ 공무원 갑질 피해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접수창구 운영
○ 군민의 의견 수렴, 청렴평가 참여 확대를 통한 외부청렴도 상향

 -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5회(1월~5월) 1,009명 실시, 조사결과 부서 통보

 - 공무원 불친절・부패행위 신고제도 홍보 3회 / 청렴의 날 운영

 ・부패신고제도 안내 리플릿 2,000부, SNS(페이스북 홍보 2회)    

 - 공직 내부 청렴의식 개선을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 추진

 ・1부서 1청렴시책,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체 토론회 5회 실시  

 - 복무점검,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부패행위 발생 사전방지

 ・설 명절 관련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홍보, 복무점검

 ・공무원 반부패 청렴 집합교육 3회 498명 실시

○ 2019 하반기 인력 재배치 계획 수립 : ’19. 5. 30.

○ 공무직 개인별 업무진단 실시 완료: ’19. 6. 3.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2,630건

 - 공사 871건 / 용역 170건 / 물품 등 1,589건 

○ 공감하는 수의계약 제도 운영

 - 공종별 적정 배분 계약 실시

 - 우리군 전문건설업협회장과 수시 간담회 실시

 - 농공단지 등 지역 생산물품 우선 구매: 212건(1,575백만원)

○ 투명한 계약 집행을 위한 계약 정보 군청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이후 추진계획

연도 세부 추진계획 비고

2019
~

2022

○ 2019 하반기 정기인사 실시: ‘19. 7월 중

○ 불명확한 규제, 법령의 조언․자문으로 적극․능동행정 지원 

○ 공무원 갑질 피해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접수창구 운영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상향 추진(2등급 → 1등급)

 - 군민의 의견 수렴, 청렴평가 참여 확대를 통한 외부청렴도 상향 

 - 공직자 청렴의식 개선을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 시책 지속 추진 

 - 복무점검, 청렴교육 강화를 통한 부패행위 발생 사전방지

○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찰 제도 운영

 - 적격 심사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로 낙찰자 결정

 - 입찰 공고 시 하도급 관련 숙지사항을 공고하여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

○ 입찰 및 계약 대행으로 공정한 사업수행자 선정

 - 민간보조사업 입찰 대행 및 조달청 계약대행 

 - 조달청 종합쇼핑몰 물품 구매

○ 신속하고 투명한 세출 예산 집행

 - 부정당업자·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엄정 검토하여 정당한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 후 전자계약(비대면 계약) 체결 및 내역 즉시 공개

 - 신속한 계약사무 처리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지원 

○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투명하고 공평한 수의계약

 - 지역 생산 물품 우선 구매(농공단지 등)

 - 지역 업체와 공감하는 수의계약제도 운영

○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실시간 공개) 

 기대효과

  m 공정과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m 청렴도 향상을 통해 지역 이미지 개선 및 군민의 자긍심 고취

  m 계약과정 공개를 통한 계약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