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청구일자 의뢰인 공개요청사항 세부내용 저치결과 결정통지일

1 2020.1.12 개인 용역 및 민간위탁 용역(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정보, 민간위탁 정보 답변완료 2020.1.14

2 2020.1.13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관련 현황 해당없음 2020.1.14

3 2020.1.13 사회적가치연구소 재단 사회적 가치 현황 답변완료 2020.1.20

4 2020.1.20 개인 용역 및 민간위탁 용역(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정보, 민간위탁 정보 답변완료 2020.1.20

5 2020.1.16 부산KBS방송국 새마을기 게양유무 새매을기 게양 시 최근 3년간 새마을기 유지/보수에 사용된 예산 및 지출내역 해당없음 2020.1.20

6 2020.2.27 개인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 현황 상여금, 성과금, 명절보조금 지급 여부 등 답변완료 2020.3.5

7 2020.3.5 개인 ‘19년도 사업(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19년도 재단사업(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답변완료 2020.3.18

8 2020.3.18 개인 ‘17~‘18년도 사업(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17~‘18년도 사업(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답변완료 2020.3.30

9 2020.3.22 개인 중장기 전략 및 경영목표 중장기 전략 및 경영목표 한글파일 원본 비공개(중장기 전략 미수립) 2020.4.2

10 2020.4.14 개인 무기계약직(공무직 등) 직종별 총인원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 등 정보공개 청구 1. 무기계약직(공무직) 직종별 총인원 외 답변완료 2020.4.23

11 2020.5.13 개인 2017~2019 광고제작현황 및 소비자 평가 홍보영상물 제작비, 집행비 및 송출매체 외 답변완료 2020.5.21

12 2020.6.2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외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기관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관련,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총액
답변완료 2020.6.3

13 2020.6.26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정보과관련 사업내용 재단 내 정보화사업 관련 정보 답변완료 2020.7.3

14 2020.6.28 개인 비정규직→정규직 채용내역 계약직→공무직 전환내역(2017.5~2020.6) 답변완료 2020.7.3

15 2020.7.24 개인 2017년5월~2020.7월 경영기획팀장 출장비 등 지출내약

경영기획팀장 초과근무, 외근 출장 관련 내역

1. 초과근무수당 월 최대 20시간

2. 외근수당 월 최대 10만원

3. 출장 서울출장 1회(재단 규정에 따라 실비지급)

답변완료 2020.8.4

16 2020.7.24 개인 2017년5월~2020.7월 재단이사장 출장비 등 지출내역 정보 부존재 부존재 통지 2020.7.30

17 2020.7.24 개인 2017년5월~2020.7월 재단 사무총장 출장비 등 지출내역

해당기한 요청내역 해당사항 없음(2020.2월 입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은 동일인 공개요청자료(경영기획팀장 출장비 등)에서 공

개토록 함

답변완료 2020.7.31

18 2020.7.24 개인 2017년5월~2020.7월 재단 관용차 운행일지 2020년 1월~2020.7.23일 현재 일지공개 답변완료 2020.7.30

19 2020.7.27 부산경남미래정책 2019년1월~2020년7월27일 기관장 결재문서
대부분의 결재문서 사무총장 결재로 진행됨

구체적인 자료 요청 시 공개토록 함
부존재 통지 2020.7.31

20 2020.7.28 개인 재단 공공기관 인권경영(선언문, 담당자 ) 재단 웹사이트상 인권경영 페이지 및 담당자 공개 답변완료 2020.7.31

21 2020.8.10 부산경남미래정책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구입 현황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구입 현황 공개 답변완료 2020.8.19

22 2020.8.11 부산경남미래정책 업무추진비 현황(2020.2월~7월) 업무추진비 현황(2020.2월~7월) 공개 답변완료 2020.8.19

23 2020.10.2 개인 공공기관 사업현황 중장기 전략 및 경영목표 정보공개 2020.10.13

24 2020.10.8 개인 언론사 광고 등 집행내역(2019.1월~2020.9월) 각 언론사 광고비, 지방자치단체장등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2020.11.8

25 2020.11.11 부산경남미래정책 부산시 내년도(2021년) 업무계획 업무보고 자료청구 2021년도 업무계획 자료청구 정보부존재통지완료 2020.11.19

2020년 정보공개청구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