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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수시)점검 결과보고

공사 임직원에 대한 부정·부패 및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활
동과 임직원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 복무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감사실시 개요

가. 감사목적

m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및 복무 상태를

점검하고자 함

m 잦은 비로 인한 사무실 침수피해 및 화재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나. 감사대상

m 대상기관: 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등 2개 기관

※ [첨부] 점검대상 기관 현황 참조

다. 감사기간 및 인원

m 기 간: 2017. 8. 30.(수)∼8. 31.(목) (2일간)

m 인 원: 2명

일자 감사 반 감사인 감사일수 감사기관

합계 총괄 감사2부장 4 2

8. 30.∼8. 31.
1반 팀장 이ㅇㅇ 2 1

2반 팀장 김ㅇㅇ 2 1



라. 감사중점 사항

이번 감사는 임직원 근태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

으며, 최근 계속된 비로인한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을 점검하였음

□ 근태 및 임직원행동강령 준수

- 출·퇴근시간 준수 및 출장명령부, 외출부, 특근명령부 등의 기록 관리의 적정성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업무태만 등 복무위반 행위

- 공용재산의 사적이용 행위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 우기로 인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사옥 누수, 균열 등 노후 상태, 건물외부 외벽, 석축상태 점검

- 전기안전점검 실시 여부

- 소화기 가동상태 및 위치의 적정성 점검

Ⅱ 감사결과

가. 총괄

m 수감기관 대부분의 직원들은 임직원행동강령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최종퇴실점검부 등 기록 관리가 적정

하게 등록되고 있었음

m 다만, 일부직원이 외출을 하면서 외출부에 기록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후 재 점검시 집중적으로 근태를 확인할 계획임

나. 점검내용

〖근태 및 임직원행동강령 준수〗 점검
결과

미흡
기관

○ 출퇴근시간 준수 및 출장명령부, 외출부 등 기록 관리의 적정성 점검 미흡
일부미흡
(재확인)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업무태만 등 복무위반 행위 점검 적정

○ 공용재산의 사적이용 행위 등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행위 점검 적정



〖화재사고 예방활동 점검〗 점검
결과

미흡
기관

○ 미사용 전원제거 및 비인가 전열기 사용 금지 점검 적정

○ 보일러실 일일 안전점검 적정

○ 소화기 비치의 적정성, 작동상태 점검 적정

다. 주요실적

  m 지적사항 없음

라. 감사자 의견

  m수감기관 대부분의 직원들은 임직원행동강령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

면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적정하게 지키고 있음

m 또한, 시설물점검 및 전기안전점검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앞으로 많은 비가 올때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m 일부직원이 외출시 외출부에 등록하지 않고 있어 추후 재 점검시에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근태를 확인할 계획임

Ⅲ 기타사항

m (감사결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및 e-감사시스템 등록, 경영공시 등. 끝.



【별첨】점검 대상기관 현황

m 기간: 2017. 8. 30.∼8. 31.(2일간)

일자 점검기관 정원(명) 감사반 비고

계 31

8. 30.

∼8. 31.

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21 김ㅇㅇ

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10 이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