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소관부서 지적사항 의원명 조치사항

1 기획감사실 각종 위원회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일제정비 필요 조선희

2 기획감사실 보통교부세 관련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미흡 천동춘

3 주민복지실 폐쇄 웰빙경로당 기계·장비 활용방안 마련 오영탁

4 민원봉사과 관내 차선 규제봉 적정 설치 김광직

5 민원봉사과 아파트 신축시 환경오염 예방대책 강구 오영탁

6 지역경제과 산업(농공)단지 조기분양 및 활성화 추진 천동춘

7 자치행정과 신속한 건축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직원 보강 오영탁

8 자치행정과 공사의 효율적 감독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배치 오영탁

9 자치행정과 실효성 있는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추진 오영탁

10 자치행정과 교육경비 및 육영사업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천동춘

11 문화관광과 사지원리 방단적석유구 보수공사 추진 부적정 김영주

12 문화관광과 종목별 체육대회 보조금의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조선희

13 문화관광과 단양관광관리공단 각 사업장별 영업수지 분석 내용 김광직

14 문화관광과 전국규모와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 김광직

15 문화관광과 단양관광진흥협의체 운영방법 개선 천동춘

16
문화관광과
균형개발과
안전건설과

불투명한 민자사업 등 추진으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오영탁

17 환경위생과 수변로 공중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규격 부적정 김광직

18 환경위생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책 마련 천동춘

19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장 유지보수 방법 개선 천동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실과소별)



20
환경위생과
농업축산과

폐기물처리장내 폐열 건조시설 존폐여부 결정 오영탁

21 농업축산과 단고을조합 공동사업법인 관리감독 철저 김영주

22 농업축산과 아로니아 영농조합 법인 활성화 방안 마련 김영주

23 농업축산과 단고을조합법인 위탁성과 미흡 및 지역내 업체 미활용 조선희

24 농업축산과 단고을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현황 김광직

25 농업축산과 농업관련 보조사업 지원 비율 개선 천동춘

26
농업축산과
균형개발과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사업효과 미흡 김영주

27 산림녹지과 가로수 신규/교체사업 입찰관련 김광직

28 산림녹지과 가로수의 지역별 연속성과 차별성 약화 이명자

29 균형개발과 도시계획사업 수목 이식 사업 철저 김광직

30 균형개발과 남천 농촌꾸러미 사업 추진 철저 김광직

31 균형개발과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하자보수 적극적 처리 김광직

32 균형개발과 소도읍육성 2단계(상상의 거리)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 오영탁

33 균형개발과 농촌종합개발사업장의 효율적이 운영방안 마련 이명자

34 안전건설과 수중보 건설사업장 가물막이 유실 토사 수거 이명자

35 보건소 보건소 신축 이전후 주변 의료환경 개선 오영탁

36 상하수도사업소 용부원리 마을상수도 개발 실패 원인 분석 김광직

37 상하수도사업소 중방가압장 고장원인과 개선사항 김광직

38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다누리센터 지하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김광직

39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포토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 마련 김광직

40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4D체험관 운영방법 개선 김광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