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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과
【시 행

년 도】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무면허운전 공무원 및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의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징계 혐의자 : ○○○(○○면 지방행정○급)
- 비위내용 : 무면허 운전
- 징계의결 요구양정(‘05.4.25) : 경징계

※ 감경대상 : 해당없음

- 징계의결 양정(‘05.6.16) : 불문(경고)
- 감경사유 : 성실감경

❍ 징계 혐의자 : ○○○(○○과 지방행정○급)
- 비위내용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혈중알콜농도 0.138%)
- 징계의결 요구양정(‘05.11.25) : 경징계

※ 감경대상 : 해당없음

- 징계의결 양정(‘05.12.29) : 불문(경고)
- 감경사유 : 성실감경
※ 양구군 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 : 혈중알콜농도 0.16%이상(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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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8조제1항 및 제55조, 제69조제1항,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인사
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양구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양구군 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16%이상인 경우에는 징계양정 중 “견책”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음주운전 행위는 반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벌의 대상이 됨과는
별개로 「지방공무원법」제55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에 저촉되는 관계로
공무원 사회의 질서유지를 규율하기 위한 징계벌의 대상이 되고, 2000.11.22.
행정자치부(복무16800-1529호)에서도 음주운전, 불량식품 단속 또는 환경
파괴사범 단속 관련 비위는 반공익사범으로 보아 징계감경을 금지하여 엄정한
징계제도를 확립하도록 시달한 바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무면허로 운전한 공무원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
- 상기 현황과 같이 2005.3.31.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춘천지방검
찰청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면 ○○담당 ○○○와
2005.9.16.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138%)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과
지방행정○급 ○○○에 대하여 징계요구권자인 양구군수는 양구군인사위원회에
2005.4.25.과 2005.11.25.에 각각 징계요구를 하면서 포상감경이나 성실․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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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위내용이「지방
공무원법」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같은 법」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양구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징계”로 의결요구한데 대하여 2005.6.16. 양구군인사위원회에서
위 ○○○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면서 사건 당일 빙상경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에서 부득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하여 「양구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을 적용하여 불문(경고)로 감경 의결하였고, 2005.12.29. 위
○○○에 대한 징계의결의 경우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하였고, 사고발생 원인이 사건 당일 군부대 담당자와 업무처리 후
친목도모 차원에서 음주를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득이한 음주행위로
인정하여 「양구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을 부적절
하게 적용하여 각각 불문(경고)로 감경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양구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의 성실․능동적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①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②소관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긍정적 방향에서 사무를 처리하다
생긴 비위, ③기타 국가․지방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비위 등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만한 하등의 사유가 없는 공무원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하게「양구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을 적용하여 징계의결요구 양정보다 경한 불문(경고)로
심의․의결함으로써 200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양구군 음주운전공무원 문책
기준」에 따라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 등 4명과 비교해 볼 때,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심의․의결을 한 결과를 가져왔다.
- 또한, 양구군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 결과를 ○○과에만 통보하고 징계의결요구
부서인 ○○○○실에는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지방공무원법」제72조제3항의

- 3 -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 여부 조차 검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과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감경의결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특히 중점정화대상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감경의결을 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징계
의결요구권자로서의 사정의지를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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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과
【시 행

년 도】 2005년~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개요
시

험

공고일

임용예정
직급

직렬

선발

응시

(직류) 인원

인원

기계
2005.5.18 기능○급
○명
(영사)
2005.10.11 기능○급

기계
○명
(난방)

2005.12.2 기능○급

사무보조
○명
(필기)

2006.8.10 기능○급
계약직
(마)급

조무

○명

기계
○명
(영사)

자격 및 경력제한

ꋯ영사산업기사,영사기능사,사진기능사,사진
○명
제판기사 이상
ꋯ공고일 현재 공공기관 근무경력 1년 이상
ꋯ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명
보일러취급기능사 이상
ꋯ공고일 현재 공공기관 근무경력 1년 이상
ꋯ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명
ꋯ공고일 현재 공공기관 근무경력 1년 이상
○명 ꋯ공고일 현재 공공기관 근무경력 1년 이상
○명

ꋯ사진기능사,사진제판기능사,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이상
ꋯ공고일 현재 공공기관 근무경력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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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되,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퇴직자 재
임용, 자격증 소지자 특별임용, 연구․근무경력자 등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임용
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이
경우도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
경쟁특별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6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자격증 소지자, 특수지 근무자, 특수분야 학과
졸업자,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경력자, 외국어 능통자, 일정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반드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기계(영사∙난방), 사무보조(필기), 조무, 기계(영사)계약직
등에 대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요건 등을 필요로 하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보다 능력있는 자들이 다수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응시요건을
폭넓게 완화(필요할 경우 지역제한 마저 완화)하는 것이 경쟁시험의 본질과
부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도, 상기 현황과 같이 2005년부터 2006년
까지 4회에 걸쳐 양구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자격
및 거주지 제한(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구군내에 있는 자)을 하면서 또다시
‘공고일 현재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최종합격자 모두가 양구군청 또는 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가 합격되었고 특히, 계약직‘마’급, 기계(난방), 기계(영사)직의 경우
경쟁 없이 면접시험을 통하여 합격된 것은 사전에 특정인을 채용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제한으로서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취임의 기회균등(공무담임권)’
이라는 대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인사질서를 문란
케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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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앞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을 할 때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에 의하여 채용
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등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인사운용을 하시기
바라며, 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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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3】 신분상조치 ○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과
【시 행

년 도】 2006년~2007년

【행정상

조치】 개선(권고)

【재정상

조치】

【제

목】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경과
○ 1990. 8. 6 : 준도시지역 내 운동․휴양지구 지정고시(면적 0.325㎡)
○ 1995. 4.27 :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운동휴양지구
․
지정면적 축소 조정 0.262㎡)
○ 1997. 3.20 : ○○관광지 지정(강원도 고시 제97-49호)
○ 1998. 5.19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강원도지사)
※ 2006. 12.20～2007.1.18, ○○관광지조성 기본계획 변경용역 완료

구 분

종

전

시설명

계
공공편익시설

변
면적(㎡)

경

시설명

262,553
도로, 주차장, 관리동,
오수처리장

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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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262,553

도로, 주차장, 관리동,
오수처리장, 배수지, 가입장

22,566

숙박시설

호텔, 산장, 여관

15,364 작가거주동, 펜션

상가시설

일반상가, 토산품판매장, 농
산물직판장, 향토음식점

9,174

운동오락시설 다목적운동장, 골프연습장

일반상가, 향토음식점, 농산
물판매장, 웰빙센터

15,551 다목적운동장

휴양문화시설

관광농원, 피크닉장, 조경휴
게소, 광장

녹지

녹지

46,233

2001년도

2002년도

2. 내

36,470

154,016 녹지

154,016

(단위: 천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계

16,742
11,771

관광농원, 피크닉장,
조각공원, 약초농원

나. 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20,988

편입용지 보상

보상금액
필지수 및
보상면적
(천원)
L=435m,
4필지
144,970
22,161
B=5m
2,294㎡
L=170m,
72,694
○○리 ○-○외
2001.3.2～
B= 5m,
(도급 52,550,
2001.5.2
1필지
7,837
2001.5.11
암거 1개소 관급자재 20,144)
737㎡
○○리 ○-○외
72,276
L=265m,
(도급 54,390,
2003.5.7
1필지
14,324
2002.12.27～
B= 5m
관급자재 17,886)
1,557㎡
2003.5.12
사업기간

사업량

공사금액
(천원)

취득일

용

양구군은 ○○읍 ○○리 및 ○리 일원(0.262㎢)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관광지 지정 이후 10여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조성사업이 가시화되지
않는 등 다음 내용과 같이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① 관광지 조성사업 세부시행계획 미확정 및 편입부지 확보 미흡
❍ 양구군(○○○○과)에서는 소양호를 이용한 수상관광루트의 배후거점지역이면서
안보관광지의 주요 관문지역이고 수도권과 설악권의 주요경과지로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관광지를 휴식, 위락, 운동, 교육 등의 기능을
고루 갖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1997.3.20. 강원도로부터「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받았고, 1998. 5.19.에는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을 받아 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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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5.19. 강원도로부터 승인된 양구 ○○관광지 조성계획(강원도 관개
91712 -215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양구군수로서 관광지 262,553㎡의
면적에 1998년부터 2001년까지(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서는 2008년까지)
총 사업비 75억원(공공 14, 민자 61,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10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 조성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관계부서 협의사항의 철저한 이행 및 관계법령의 제반절차 준수 등을
승인조건으로 부하고 있다.

❍ 따라서, 양구군(○○○○과)에서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에 따라 계획된
기간 내에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단위
사업의 우선 시행순위 및 추진일정 확정, 관광지 편입부지 매입․확보, 민자유치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함이 바람직함에도,
- 이와 같은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나 시행방침의 결정 없이 2001년도부터 2002년
까지 ○○관광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지내 편입부지인
○○읍 ○○리 ○-○번지외 3필지(2,294㎡)를 부분적으로 매입하여 연장 435m의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한 것과 공공기반 시설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관광지
내에 민간농원을 유치한 것 외에는 특별한 추진실적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 부지조성공사 등 공공기반 시설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물 배치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이 가능한데도, 무계획적이고 산발적으로 일부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관광시설 간의 연계성 결여 및 예산 낭비적 요소를 배제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 또한, 관광지 조성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관광지 편입부지를 사전에 확보
하는 일로서, 관광지 전체 편입부지 94필지 262,553㎡ 중 사유지가 76필지
226,698㎡(점유비율 86.35%)에 이르고 있어 관광지 조성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한 변수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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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에서는 2003년도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광지 개발사업의 명목으로
군비 20억원을 계상하였다가 국비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용 처리한
바 있고,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명확한 의지가 있었다면 불용처리한
예산을 관광지 편입부지 매입예산으로 편성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함이 타당하였으나, 이와 같은 면밀한 검토 없이 불용 처리함으로써 사실상
2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감사일 현재까지 ○○관광지 편입부지 중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예산의 확보나
구체적인 매입계획을 검토․수립한 사실이 없는 등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게
한 원인이 되고 있다.
※ 편입토지현황 (2007. 4월 현재)

❍ 더욱이, 기존에 민간시설로 운영 중인 관광농원이 관광지 지정구역 내에 포함
되어 있고 관광지 조성계획(변경계획 포함)의 일부로 승인됨으로써 향후 관광지
개발을 위한 사유지 매입시 기 편입된 농원의 지가상승 및 기득권 인정으로
인하여 관광지내 인근 편입부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대두 및 높은 토지
보상가 요구 등으로 이어질 경우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에 있다.

② 관광지조성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 부적정
❍ 양구군(○○○○과)에서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이후 장기간 ○○
관광지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그간 국민관광의 행태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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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새로이 관광지조성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6.12.20부터 2007.1.18까지 외부용역을 추진하여 용역성과품을 제출
받은 바 있다.
❍ 또한, 사업추진이 부진한 ○○관광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도에 도
관계부서 및 학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협의 및 자문을 구한 바
있는데,
- 그 협의결과에 따르면 ○○관광지 조성은 여건분석, 경제적 측면, 관광객 유입 등
모든 측면에서 세부적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고, 문화
관광부 지침에서도 관광지 개발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부지
확보로서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매년 관광지
평가를 통하여 사업비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실제적으로도 관광지 지정 이후 국․도비가 지원된 경우는 2006년도 단 1회로서
538,470천원(국비 270,000, 도비 81,000, 군비 187,470)이 지원된 이후
2007년도에 또 다시 국․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므로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기 승인받은 관광지조성 기본계획과 양구군 자체구상(안)
그리고 양구군의 관광여건 및 ○○관광지 개발 컨셉트 등을 종합화하여 관광
분야 전문연구기관에 ○○관광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관광지조성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함이 바람직하나,

❍ 양구군(○○○○과)에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용역비 예산 30,000천원을
확보하고도, 5,500천원의 소액용역(수의계약)으로서 용역수행기간을 30일로 하여
발주함에 따라 애초부터 단기간의 용역수행으로는 심층적인 용역성과품을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용역성과 준공일(2007.1.18)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의제검토
과정에서 관계부서(○○○○과)로부터 용역성과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요구받는 등 외부용역을 부실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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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06. 2월 강원도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강원○○○○○의 ○○관광지
평가결과에 따르면 적합성․실효성․타당성․거점성․특화성․용지확보율․투자실적 등의
평가항목에서 총점 30점 미만의 낮은 점수를 받았고, 자체적으로 진단한 문제점
에서도 현 46번 국도의 개량공사로 관광객 유인성 및 수용태세 미흡, 기 승인된
관광지 개발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부족, 관광지로서의 자원 및 개발여건 부
적합, 소양호 선박관광의 사양으로 향후 활성화 기대 미흡 및 민자유치를 위한
여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관광지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만을 발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관광분야 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안) 등에 대한 용역시행에 관한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시도가 결여됨으로써
관광지 개발이 또 다시 장기간 표류될 우려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관광시설의 실효성 미흡으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 승인받은 관광지조성계획(금번 변경용역 포함)과 양구군 개발구상
(안) 등을 토대로 ○○관광지 컨셉트 재정립 및 개발방향 등에 관하여 관광분야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별도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일정기간 사업추진 실적이 없거나 미진한 경우에는 관광지 지정을 취소
또는 면적을 축소․조정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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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과
【시 행

년 도】 2005년~2006년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313천원

【제

목】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청구내역 검토 및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출기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의6)
❍ 1일 손실액 = 1km당 운임×A×(B-실제 승차인원)×운행횟수
- 1km당 운임 : 83.68원 (‘06.10.1부터 ⇒ 92.55원)
- A : 개선명령 노선의 운행거리(km)
- B : 평균 승차인원 : 14명 (‘06.10.1부터 ⇒ 16명)
- 실제 승차인원 :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여 산출한 1km당 1회 평균수송 인원
- 운행횟수 : 편도 기준, 왕복시 2회(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읍면장
또는 이장이나, 읍면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운행사실
기록부에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 미 운행시 횟수만큼 공제)
❍ 본 1일 손실액 산출기초에 근거, 연간 총 운행횟수를 곱하여 손실총액을
산출하여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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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5~’06년도 벽지 버스노선 손실보상을 위한 교통량 조사결과
(단위: km, 명, 횟수)

다. ‘05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

라. ‘06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

- 15 -

(단위: 천원)

(단위: 천원)

2. 내 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강원도사무위임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는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 등에 대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3에 의하면,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을
받은 당해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근거로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41조의6 및 제41조의7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정해진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며, 또한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같은 법」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및 융자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2005~2006년도 양구군 6개 벽지 버스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해당 버스회사(○○운수)에 지급함에 있어,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매년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1km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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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개선명령 노선의 운행거리, 평균 승차인원, 1km당 1회 실제 승차인원,
운행횟수를 정해진 산식에 적용하여 1일 손실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연간
운행횟수를 합산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벽지노선 이용승객에 대한 원활한
수송과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전액 지원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손실액을 지원받는 버스업체에서는 양구군에서 매년 교통량 조사결과 확정된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후 적정금액을 청구하여야 하고,
양구군에서는 청구된 내역이 교통량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각 구간별로 정확
하게 산정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05년도
○○리~○리 등 6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총 157,120천원에
대하여 각 구간별 지급내역과 교통량조사 결과에 근거한 산출내역을 비교하여
적정한 금액이 청구되고 이에 대한 검토 후 정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6개 노선 모두 관련규정에서 정한 산식의 내용과 다르게 해당업체(○○운수)
에서 산출기초 상의 실제 승차인원을 임의대로 적용하여 손실액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지원에 앞서 각 노선별로 청구된 손실액이 규정에 맞게
적정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당한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업체에서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므로서 각 노선별로 손실액
지원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킴은 물론, 지원액 대비 규정에 의한 산출액(158,651
천원)보다 총 1,531천원이 적게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2006년도의 경우도, 2005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인하여 6개 노선별로 손실액 지원 편차가 발생되어 지원액(167,560천원) 또한,
규정에 의한 산출액(163,716천원)보다 3,844천원이 많게 지원되는 등 벽지
노선 손실보상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년 교통량조사 결과에 근거
하여 통보된 내역에 따라 해당업체에서 손실액을 청구하고, 이를 지원시에는
청구된 내역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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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해당업체가 계속하여 임의대로 노선별 손실액을 부당하게 청구하도록
방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킴은 물론, 이로 인하여 2005~2006
년도에 걸쳐 총 2,313천원의 예산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교통량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버스업체에 지원
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앞서 버스업체의 각 노선별 손실보상금 청구내역이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의 산출기준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정당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인하여

노선별로 손실

보상금 지급편차가 발생되어 2005년도에는 1,531천원을 적게

지급하였고,

2006년도에는 3,844천원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는 바, 앞으로는 금번 지적
사항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또한, 2005년도 적게 지급된 금액과 2006년도 과다 지급된 금액을 상쇄하고
발생한 과다 지급분 2,313천원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버스업체로부터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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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양구군 ○○○○과
【시 행

년 도】 2005년~2007년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및 교통량조사 적용 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출기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6)
❍ 1일 손실액 = 1km당 운임×A×(B-실제 승차인원)×운행횟수
- 1km당 운임 : 83.68원,

- A : 개선명령 노선의 운행거리(km)

- B : 평균 승차인원 : 14명
- 실제 승차인원 :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여 산출한 1km당 1회 평균수송인원
- 운행횟수 : 편도 기준, 왕복시 2회(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읍면장 또는 이장이나, 읍면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운행사실기록부에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 미 운행시
횟수만큼 공제)
❍ 본 1일 손실액 산출기초에 근거, 연간 총 운행횟수를 곱하여 손실총액을
산출하여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 일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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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6년도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산출내역
(단위: km, 명, 횟수, 원)

다. ‘06년도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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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노선별 연간 손실예상액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양구군의 교통량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정해진 산식에 적용하여 금액산출
※ 월별 지원한 손실보상금은, 각 노선별로 청구액대비 실제 지급한 금액을 나누어
지급율을 산정한 후 적용 산출

2. 내

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제5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강원도사무위임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위임)는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 등에 대하여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부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해
융자 또는 보조 등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의3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1조의5에 의하면,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을 받은 당해분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근거로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손실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41조의6 및 제41조의7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정해진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며,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당해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하여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및 융자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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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교통량조사 적용 등 부적정
❍ 양구군(○○○○과)에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비수익
버스노선에 대한 적정한 손실보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5.7.14.~
2005.7.18.(5일간)까지 관내 벽지(6개) 및 비수익(12개) 등 총 18개 노선
(330.4km)에 대하여 총 33명의 소속 공무원을 조사원으로 투입, 2005년도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06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운행 손실금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바,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구~○○~○○ 구간 등 총 11개 노선을 비수익
노선으로 결정하고 연간 손실액 규모를 544,980,950원인 것으로 확정한 후,
그 결과를 2005.10.24. 강원도(○○○○과)에 보고하여 도비 및 자체재원
확보와 해당업체 지원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의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손실액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재 산정한 결과,
11개 노선의 1일 손실액 합계는 1,507,150원이고, 연간으로는 총 550,109,750원이
버스운행으로 인한 손실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산출되어 양구군 산출액과의
편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양구군에서는 노선별 손실액을 산출함에
있어 적용 항목내 실제 승차인원의 경우 1km당 1회 평균 수송인원을 적용
해야 함에도, 1일 평균 승차인원으로 적용함에 따라 규정에 의한 산출액
(550,109,750원) 보다 5,128,800원이 감소된 544,980,950원으로 연간 손실액
규모를 결정하여, 결과적으로 교통량조사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실추는 물론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2007년도 손실보상금 적용을 위하여 (재)○○○○발전연구원에서2006.7.10.~
2006.8.28.(50일간)까지 양구군 버스운송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적자노선 수익
분석 및 보전액 결정용역을 실시한 성과품 내용을 확인한 결과, 11개 비수익
노선의 연간손실액 규모는 2005년도 조사결과(550,109천원)보다 11,404천원이
증가된 561,513천원으로써 업체의 손실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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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용역결과를 2007년도부터 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이 최근 기준에 의하여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하고 2005년도 조사된 기준으로 1~2월분(71,000천원)을 지급하는
등 비수익 버스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교통량조사 적용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②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부적정
❍ 양구군(○○○○과)에서는 2005년도 교통량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06년도에
11개 노선에 대한 전체 손실액(550,109천원)중 57.8%에 해당되는 317,690천원을
손실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주)○○운수에 지원한데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노선별 손실보상금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분기 단위로 각 노선별로 전체 손실액 중 57.8%가 균등
하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총 11개 노선중 3개 노선은 매월 단위로,
8개 노선은 1개월 또는 7개월 분만 지급하였고, 특히 전체적으로 4월과 9월
분은 지급되지 않아 재정지원의 일관성을 상실하였으며,

각 노선별 손실보상금 지원율도 총 손실액의 57.8%로 확정되었으므로 연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노선별로 최저
3.9%에서 최대 73.8%까지 일관성 없이 임의적으로 지원하여 교통량조사
결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킴은 물론, 각 노선별로 실질적인 손실액
규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도록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또한, 해당업체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앞서, 각 노선별로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하여 산출된 데이터를 정해진
기준 산식에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와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
한 후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양구~○○~○○리 노선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청구 누락으로 지급
받지 못한 5~7월분을 소급하여 12월에 청구함에 있어 미지급 받은 해당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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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10월분으로 청구하여 기 지급받은 증빙서류를 다시
첨부하여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4,845,330원을 지급하는 등
결과적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 적용 및 손실보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관련규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교통량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 손실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교통량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지표 등을 건설교통부령의 산출기초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손실액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적용 기준을 달리한 결과로 인하여 손실액의
편차가 발생되어 전체적인 손실보상금 산정 및 지원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
였으며,
또한, 2007년도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교통량조사를 2006년도에 실시하고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2005년도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금번 지적사항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손실액 산정을 위한 기준적용에 철저를 기하
시기 바라며, 2007년도 손실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2006년도 실시한
결과를 즉시 적용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비수익 버스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규모(지원율)를 미리 결정하고, 그 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또한 버스업체의 각 노선별 손실보상금 청구내역이 교통량조사 결과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의 산출기준에 적정한지 여부와 증빙서류에 허위 또는 부당한
청구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정당한 금액이 지급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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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과
【시 행

년 도】 2005년~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재정상

조치】

【제

정

목】 ○○○○박물관 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박물관 현황
시 설 명

규 모

소 재 지

지상2층
양구군 ○○면
○○○○
(부지 8,160㎡
○○리 OOO번지
박 물 관
건물 834㎡)

개 관 일

관련조례
제 정 일

월 평 균
관람객수

2006.
6.27.

2006.10.26.

104명

나. 방산자기박물관 관람객 현황
구분
관람객수

(단위: 명, 원)

합계 ‘06.7월 ‘06.8월 ‘06.9월 ‘06.10월 ‘06.11월 ‘06.12월 ‘07.1월 ‘07.2월 ‘07.3월
936

관 람 료 367,000

200

100

70

50

-

-

-

-

148

108

110

105

114,300 28,900 70,900 64,800 88,100

※ 월평균 관람객수 104명, 1인 평균관람료 7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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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 ○○○○박물관 자료구입 현황
구입일자

구입물품

합계

2건 97점

매도자

청화백자
화조문호 등
42점

매입액

감정평가위원

71,750

청호백자
2005.11.
용문양(大)호 등 ○○○
11
55점
2006.
9.29

(단위: 천원)

○○○

○○ 고미술협회 회장 ○○○
37,100 ○○ 고미술협회 고문 ○○○
○○ 박물관 학예실장 ○○○
○○ 고미술협회 회장 ○○○
34,650 ○○ 고미술협회 고문 ○○○
○○ 박물관 학예실장 ○○○

2. 내 용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박물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박물관설치 및 운영조례」제정관련 업무처리 소홀
❍ 양구군(○○○○과)에서는 2006.6.27.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공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관이전에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및 박물관자료에 대한 구입․전시 등에 관한 절차, 관람료 징수근거 등을 마련
했어야 함에도,
- 위 시설을 개관하고 4개월이 경과한 2006.10.26.에 「○○○○박물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 표 ‘나’와 같이 ○○○○박물관을 방문한

관

람객 420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관람료 298천원(추정액)을 징수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예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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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과)에서는「○○○○박물관설치 및 운영조례」제14조를 제정
함에 있어 박물관에 전시 및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정한 취득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도자기 전문 감정위원
2인 이상의 감정조서를 받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제정했어야 함에도, 도자기
전문 감정위원 1인 이상의 감정조서를 받도록 정하는 등 관련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박물관 운영 부적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7조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의하면 공립박물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당해 박물관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양구군(○○○○과)에서는 박물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과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미설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위 표 ‘다’와 같이 2005.11.11. 및 2006.9.29. 2차례에 걸쳐 ○○ 고미술협회
회원인 ○○○(○○시 ○○동 거주)의 요청에 의하여 청호백자 용문양(大)호외
97점의 유물을 매입함에 있어 적정한 매입금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도자기
전문 감정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했어야 함에도, 위 유물의 감정평가와 관련
하여 감정평가인을 3명 선정하면서 그중 2명을 같은 ○○ 고미술협회 회장인
○○○와 고문인 ○○○로 선정하는 등 감정평가인 선정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감정평가인 상호간의 감정평가 금액을
비공개로 하여 감정평가결과 감정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재감정을 실시하는 방법 등으로 자료구입 시 가격평정에 세밀한 관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2005.11.11. 청호백자 용문양(大)호 등 55점에 대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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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실시하면서 위 감정평가인 3인의 감정평가액이 55점 모두 동일하게
평가(총 평가액 37,100천원)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매도자(○○○)로부터
37,100천원에 위 유물을 매입하였으며, 2006.9.29.에는 청화백자 화조문호
등 42점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26점이 감정평가인 3인 모두 동일
금액으로 평가되는 등 사실상 협의에 의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었으나, 감정평
가액 34,650천원을 그대로 인정하여 매도자(○○○)로부터 위 유물을 같은
금액인 34,650천원에 매입하는 등 2회에 걸쳐 71,750천원상당의 유물을 부당
하게 매입하는 등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하지 못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박물관설치 및 운영조례」에 자료구입 시 도자기 전문 감정위원
1인 이상의 감정조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상위 관련법에 맞도록
조속히 개정하시기 바라며,
❍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 제고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유물 매입 시에는 감정위원 선정 및
취득가격 감정에 있어서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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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7】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양구군 ○○○○과
【시 행

년 도】 2004년~2007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 무허가 지하수개발 및 허가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무허가 지하수 개발․이용 및 사후 허가 현황
－
－
－
－
－
－
－
－

사 업 명 : ○○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지하수기초조사 및 개발
위
치 : 양구군 ○○면 ○○리 776, OOO번지
사업내용 : 지하수 기초조사 및 수원공 개발 (2개소)
착
공 : 2004.11.2. (시공자 : ○○○○공사)
준
공 : 2004.12.27 (양수능력 250㎥/일의 수원공 2개소 개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 : 2005.7.11.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 미실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일 : 2005.7.13. (허가기간 : ’05.7.12~‘09.7.31)

<허가내용>
위치

개발
자

○○면 ○○리 양구
000
군수
○○면 ○○리
000

“

시설설치내용
개발 굴착 굴착 취수
소요
목적 심도 구경 계획량 수량
(m) (mm) (㎥/일) (㎥/일)
농업 160 350~
250
250
용수
150
“

160

350~
15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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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양수설비내용
동력 토출관 설치 양수
장치 직경 심도 능력
(HP) (mm) (m) (㎥/일)
7.5

50

66

250

7.5

50

66

250

2. 내

용

❍「지하수법」제7조, 「2006년 지하수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농업목적의 용수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리터)을 초과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은 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허가내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2004.10.7. ○○면 ○○리 ○○번지와 ○○○번지에서
각각 ○○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2004.12.27. 시추 및 영향조사 등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굴착심도
160m, 토출관 직경이 50mm, 1일 양수능력 250㎥인 수원공 2개소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5.7.13. 양구군수로부터 위 수원공에 대한 수원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나,
‘○○지구 밭 기반정비사업 지하수기초조사 및 개발사업’은 밭 기반사업지구에
농업용수원을 개발․공급하여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력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2004.10.7. 지하수를 1일 150톤 이상

취수가

가능하도록 시행결의 하여 수원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기준인 1일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하기 때문에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
하여야 했음에도,
2004.12.27. 수원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면 ○○리 ○○○번지에
250㎥/일, ○○○번지에 250㎥/일 총 2개소에 1일 500㎥의 지하수를 개발하
였고, 이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수원개발․이용허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2004.12.27.부터 2005.7.12.까지 6개월 이상을 무허가로 개발된 지하수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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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05.7.13. 무허가로 개발된 ○○면 ○○리 776 및 ○○○번지 수원공
2개소에 대한 지하수개발 ․ 이용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는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면밀히 심사를
한 후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2005.7.11.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자 2005.7.13. 지하수영향
조사서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을 2005.7.12.부터 2009.7.31.까지로
하여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과
- 그 결과, ○○지구 밭 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1일 500㎥의 규모가 큰 지하수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되었으나, 사후에 허가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지하수
영향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정하게 개발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2004.12.27.부터 감사일(‘07.4.13) 현재까지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하수 영향심사를 하지 않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된 ○○면 ○○리 ○○○
번지, ○○○○번지의 ○○지구 밭 기반 공사관련 수원공(250㎥/일) 2개소에
대하여는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지하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사후
허가 처리를 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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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8】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양구군 ○○○○과
【시 행

년 도】 2005년~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재정상

조치】 회수 5,206천원

【제

정

목】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급대상 제외농지(농지전용) 현황 및 회수금액 내역
(단위 : ㎡, 원)
연도별

합계

2005

2006

보 조 금
지급농가

농지전용 현황

회 수 액

소재지

면적

수허가자

37명

44필

38,652

37명

○○○

O면 황강

외 14인

OOO외 15필

○○○

양구 OO

외 21인

O-O외 27필

7,629

31,023

○○○
외 14인
○○○
외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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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고정형

변동형

5,206,993 2,843,313 2,363,680

1,654,830

717,400

937,430

3,552,163 2,125,913 1,426,250

2. 내

용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13조 및 「2005~2006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농림부)」에 의하면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이중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이며,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하되,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농지’는 「농지법」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신고를 거친 농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센타 ○○○○과)에서는 2005년도 및 2006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을 농가에 지급하면서 2005.5.26. ○○○(양구군 ○면
○○리 거주)의 소유인 양구군 ○면 ○○리 ○○○번지 990㎡는 ○○○(양구군
○면 ○○리 ○○○번지)이 농촌관광민박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임에도, 2005년도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신청자인 ○○○에게 총 145,561원(고정직
접지불금 50,688원, 변동직접지불금 94,873원)을 지급하는 등
2005년도 및 2006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적격여부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총 37명(38,652㎡)에게 5,206,993원(고정
직접지불금 2,8473,313원, 변동직접지불금 2,363,680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부당지급액 5,206천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대상농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토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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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9】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양구군
【시 행

○○○○과, ○○사무소

년 도】 2006년~2007년

【행정상

조치】 시

【재정상

조치】

【제

정

-

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구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지불 및 징수대상(‘07.4.11현재)
(단위: ㎡, 원)
지불해야 할 대상(A)

징수해야 할 대상(B)
A-B

소관청

필지

면적

금 액

소관청

필지

면적

금 액

계

31

7,172.1

47,009,845

계

3

736.7

6,075,800

40,934,045

국방부

7

1,788.2

11,283,445

국방부

1

112.7

-

11,283,445

재경부

10

1,507.8

9,515,280

재경부

1

153.0

711,430

8,803,850

건교부

8

2,530.8

17,721,910

-

-

-

965,370

16,756,540

강원도

4

956.4

6,035,250

강원도

1

471.0

4,399,000

1,636,250

양구군

2

388.9

2,453,960

-

-

-

-

2,45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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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징수청산자 ○○○(8,008,120원)의 장기연체가 환지청산이 장기화 되고있는 주된
사유임에도, 2002.11.13. 환지청산 시작이래 선례답습 관행으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등 본 청산업무를 소극적 대응

❍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사항
- 2006.11.7. ○○○지구 경지정리사업 구역내 환지청산금 정산 통보(○○○○과→○면사무소)
- 2006.11.15. ○○○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정산계획(○면사무소→미청산 4개기관)
- 2006.11.17. ○○○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납부독촉(○면사무소→○○○)

2. 내

용

❍「행정감사규정」제27조 및「강원도 행정감사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실시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이나 공무원 복무의무위반 또는 비위사실 등 적출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 또는 개선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피 감사기관의 장은
2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처분요구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06.10.2. 감사지적 사항 및 관계법령》
❍

❍

-「농어촌정비법」제50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은 날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하고,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환지처분에 따른 체납청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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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제60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한국농촌공사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그 고시된 교환·분합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지구 경지정리 환지청산 업무범위》
❍

○○○○과 : 환지청산업무 지도 및 관리감독

❍

○면사무소 : 환지청산금 징수․교부 및 체납독촉 등

❍ 양구군(○○○○과, ○면사무소)에서는
- 2000.9월 양구 ○○○지구 경지정리사업 시행이후 2001.5.28. 최종 사업을
준공하고 2002.5.15. 강원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득하여 2002.9.28.
관련등기를 완료, 2002.11.13. 환지청산금 정산계획을 확정지었으므로 관계
규정에 따라 90일 내에 편입․분합․교환에 따른 해당 토지 소유자와 추가
지불 또는 징수확정 금액에 대하여 현금청산업무를 마무리 하여야 하나,
-

2006.10.2.

강원도(○○○실)

주관

2006년도

추석절

공직감찰

당시

2003.12.18. 환지청산금 체납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한 양구군 ○면 ○○
리에 거주하는 ○○○(개인 1인)으로부터 환지청산금 7,678,150원이 수납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환지청산금관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37,467천원
상당의 잔고가 있었음에도, 강원도시사 등 5개 기관에 지불하여야 할
45,070,960원과 국방부 등 3개 기관에서 추가 징수하여야 할 5,884,250원
을 각각 상쇄한 잔액 39,186,710원으로 양구군을 제외한 국방부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청산이 가능하므로 단계별로 현금에 의한 환지청산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환지청산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는 ○○○(개인)에 대하여는 조
속히 납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본 경지사업에 대한 환지청산업무를
조기에 마무리 하였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약 3년 10개월여 기간이
경과되도록 경지정리 환지청산 업무를 지연 처리하고 있음이 지적되어
2006.10.23. 본 건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와 함께
관련공무원(○○○과 ○○○○○○담당 토목○급 ○○○, 기능○급 ○○○)에
대하여는 주의 촉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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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2006.10.23. 강원도지사(감사관)가 통보한 ‘양구 ○○○지구 경지

정리 환지청산금 처리 지연 건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문서를 접수하여 처리
하면서, 본 건은 2002.11.13. ○○○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청산금
정산계획 확정이후 4년여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 개인 1인으로부터
환지정산금이 체납됨에 따라 장기미처리 건으로 계류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였어야 하나,
- 2006.11.17. 환지청산금 장기체납자 ○○○에 대하여 환지청산금 납부 독촉을
한 바는 있으나, 재촉구 등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청산금이 미납되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여 조속히 본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 이후 5개월여 기간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선례답습 행정행태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시정조치를 지연시킴은 물론, 본 업무의 종결시기를 전혀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본 환지청산 체납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장기간 지연되어 온 환지청산을 조속히 마무리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법규연찬과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수납의무자의 체납 등을 사유로
환지청산 업무가 지연되는 등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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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0】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과
【시 행

년 도】 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등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일반운영비 부적정 지출현황
지출일자
합

계

‘06.10.9

지 출 현 황
적

요

홍보판촉용 농특산물 구입

지출금액
구입내역

쌀 10㎏ 45포,
4㎏ 788포

‘06.10.30 홍보판촉용 농특산물 구입

쌀 10㎏ 108포,
4㎏ 49포

‘06.11.7

토종꿀 6개
송이주 36b❍x

홍보판촉용 농특산물 구입

‘06.12.27 홍보판촉용 농특산물 구입

쌀 10㎏ 10포, 잡꿀 3,
아카시아 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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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단가

14,580천원
9,421천원
쌀10㎏
25,000원,
3,288천원 쌀4㎏ 12,000원.
토종꿀
130,000원
송이주 14,000원
1,284천원 잡꿀 27,000원
아카시아꿀
30,000원

587천원

나. 용역 분리발주 현황
용 역 명
합

시행결의일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계

계약상대자

비 고

10,702천원

양구쌀 브랜드 디자인
‘06. 7. 31 ‘06. 8. 1 5,326천원
개발 용역비
○ ○ ○ ○ ○ 1인견적에 의한
연구소
소액수의계약
양구쌀 브랜드 포장
‘06. 7. 31
“
5,376천원
디자인 개발 용역비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 제41조,
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2조, 제5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는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서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을 수 있으며, 견적서를 제출받을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홍보판촉용 지역특산품 구입비 지출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항목
에서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양구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6년 일반운영비에서 출향인사 및 도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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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양구쌀 및 토종꿀 등을 홍보판촉용 지역특산품
구입비 명목으로 위 현황 ‘가’와 같이 10.9. 9,421천원(쌀 10㎏ 45포, 4㎏
788포), 10.30. 3,288천원(쌀 10㎏ 108포, 4㎏ 49포), 11.7. 1,284천원(토종꿀
6, 송이주 36B❍X), 12.27. 587천원(오대쌀 10㎏ 10포, 아카시아꿀 10, 잡꿀
3) 등 총 4회에 걸쳐 14,580천원을 지출하였는 바, 이는 단가가 12,000원~
130,000원으로 홍보 판촉용 물품구입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추진비
과목에서 지출함이 적정함에도,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지출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기준경비보다 과다하게 지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② 양구쌀 브랜드 개발용역 발주․집행 부적정
❍ 양구군(○○○○과)에서는 양구쌀의 홍보 및 상품가치제고로 소비자들이 선호
하는 양구쌀 브랜드 개발을 위한 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용역예산은 단일예산(양구쌀 브랜드 개발 용역 10,8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를 2건으로 분리하여 발주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2006.7.31.
5,376천원과 5,726천원 2건으로 각각 나누어 시행결의를 하고, 2006.8.1.
1인 견적으로 미래디자인연구소와 각각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양구쌀 브랜드
개발 용역 계약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일반운영비 집행 및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시행함으로써 이와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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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1】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과, ○○○○과
【시 행

년 도】 2005년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양구○천 하도준설공사 부당 수의계약 체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전차공사
❍ 공 사 명 : ○○○○구장 조성공사

※ 공사기간 : ‘04.12.17~’05.6.20

❍ 사 업 량 : 흙쌓기 62,363㎥, 배수공 1,793m, 인조잔디 7,776㎡
❍ 계약금액 : 897,934천원

※ 설계금액 : 1,016,989천원

❍ 계 약 자 : (주)○○○○ 대표 ○○○
❍ 계약방법 : 지역제한 경쟁입찰
② 금차공사
❍ 공 사 명 : 양구○천 하도준설공사 ※ 공사기간 : ‘05.5.2~’05.8.29
❍ 사 업 량 : 준설 L=248.7m V=63,905㎥
❍ 계약금액 : 284,671천원

※ 설계금액 : 329,200천원

❍ 계 약 자 : (주)○○○○ 대표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동일현장 혼잡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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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별 집행사항
❍ 전차공사 (○○○○구장 조성공사) : 경쟁입찰
- 시행결의 : ‘04.12.1 - 계약체결 : ‘04.12.15 - 설계변경 : ‘05.04.27
※ 당초 897,934천원 ⇒ 변경 761,899천원 (감 136,035천원)
※ 토공(순성토) 69,998㎥ 전액 삭감 : 하도준설사업으로 추진
❍ 금차공사 (양구○천 하도준설공사) : 수의계약
- 시행결의 : ‘05.2.16 - 계약체결 : ‘05.4.27

- 설계변경 : ‘05.6.7

※ 사업비 증가 : 당초 284,671천원 ⇒ 변경 329,200천원 증 44,529천원
※ 사업량 증가 : 하도준설 L=248.7m V=63,905㎥ ⇒ L=317.4m V=85,769㎥
⇒ ○○○○구장 사업과의 병행추진으로 사토량 조정

2.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06.1.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같은 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 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한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금차공사는 수의
계약 평가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 및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전차공사는 금차공사와 동일체구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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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금차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
구조물을 말하며, 작업상의 혼잡 등의 경우에는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하천내의 퇴적된 토사를 준설함으로써 유수소통의
원활과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2005년 양구○천 하도준설공사를 2005.2.16.
설계금액 329,200천원(하도준설 L=248.7m, V=63,905㎥)에 120일의 공사
기간으로 시행 결의를 하여,
2005.4.11. 동 공사를 수의계약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동 공사가 ○○○○과 (現 ○○○○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장 조성공사(전차공사)가 2004.12.17.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하도준설 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량을 현장 근거리에 위치한 ○○○○구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순성토를 제공함으로 금차공사와 전차공사는 토취장이
동일현장이고 진․출입 도로가 1차선 비포장의 단일도로로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등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동시에 추진 시 작업상 혼잡이
발생됨으로 수의계약 평점제도 운용에 의한 평점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차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한다고 그 수의계약 사유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에서 2005.4.27. 전차공사인 ○○○○구장 조성공사를
기존의 설계서에 계상되었던 토공(순성토) 69,998㎥ 136,035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과에서 추진하는 금차공사인 양구○천 하도준설공사에서
순성토를 공급받은 것으로 설계 변경을 하였고,
○○○○과에서도 2005.4.11일 수의계약 검토보고 후 ○○과에 계약을 의뢰
하여 같은 날인 2005.4.27. 금차공사인 양구○천 하도준설공사를 수의계약
으로 전차공사 시공자인 (주)○○건설과 284,671천원 (설계금액 대비 86.47%)에
동일현장 2인 이상의 시공자가 동시 추진이 어렵다는 작업상 혼잡도를 수의
계약 사유를 들어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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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동 공사현장의 위치와 주변여건, 작업상의 혼잡도 등을 살펴보면,
2004.12.15. 계약이 체결된 ○○○○구장 조성공사는 저지대에 위치하여
조성공사를 위하여 토공(순성토)을 채취하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되었으나,
순성토를 양구○천 하도준설공사에서 준설토를 공급받는 것으로 협의되어
○○○○구장 조성공사와는 작업상의 혼잡도가 발생되지 않으며,
특히, 수의계약 사유로 제시한 금차공사와 전차공사의 토취장이 동일현장으로서
진․출입 도로가 1차선 비포장 단일도로로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작업
상의 혼잡도가 발생된다고 하였으나, 전차공사인 ○○○○구장 잔디조성공사의
경우는 준설토를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토취장이 필요하지 않고 금차공사인
양구○천 하도준설공사는 준설토를 ○천에서 준설하여 ○○○○구장조성공사
현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사토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으로 전차공사와
금차공사 간에 동일 현장의 혼잡도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명백함으로 금차
공사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2005.4.11. 양구○천 하도준설공사를 설계금액 329,200천원에 절대공기 120일로
발주하면서, 이미 시공 중인 ○○○○구장조성공사의 순성토는 양구○천 하도
준설공사의 사토를 공급받는 것으로 예견되었음에도 동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평가기준을 적용, 수의계약 사유를 동일현장의
혼잡도를 사유로 기술사항평가표를 작성하고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평가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여 같은 날 계약부서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양구군(

과)에서는 비록 금차공사의 경우 기술평가서에 의하여

수의계약평가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여 2005.4.27. 2005년
양구 천 하도준설공사를 (주)

건설(대표자 :

)과 계약금액 284,671천원

(설계금액 329,200천원 대비 86.47%)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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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앞으로,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때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에게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임의로 적용
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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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2】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과
【시 행

년 도】 2006년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회관 리모델링공사의 위법한 단체수의계약 체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계약 현황
(단위:천원)
공 사 명

사업량

시 행
결의일

계

계 약
계 약
설계금액 계약금액
체결일
방 법
326,180

계 약
상대자

배정
업체

290,099
(438,284)

○면 ○○회관
리모델링 공사

○○○○
88,746 단체
‘06.12.
리모델링
99,940
(주)○○
‘06.12.14
(149,889) 수의 공업협동
21
1식
조합

○면 ○○회관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
‘06.12.
107,930
‘06.12.14
121,270
1식
21
(137,116)

“

“

“

○○면 ○○회관 리모델링
‘06.12.
93,423
‘06.12.14
104,970
리모델링 공사
1식
21
(151,279)

“

“

“

※ (

) 내서는 설계변경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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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고,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제8조,「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서 건설업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여 각 업종별 업무내용을 구분하고 있으며,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
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의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제9조, 제9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
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을 중소기업
청장이 매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공고(중소기업청)」에 의하면, 정부 등 공공
기관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
계획 중 중소기업제품구매증대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체수의
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2006.1.5.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한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공고”
에서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은 실물, 모형(전시용영상․특수효과장치 및 과학
전시물 포함. 홍보용 비디오 제외)에 한하여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7.1.1. 부터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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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과)에서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3개면에 소재한 ○○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하면서, 동 공사의 주요내용이 예식장, 신부대기실, 폐백실,
입구홀, 창고 및 방송실 설치 등을 시공하는 실내건축공사로 되어 있으며,
2006.12.14. ○○○○지원과에서 ○면○○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설계금액
99,940천원, ○면○○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설계금액 121,270천원, ○○면
○○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설계금액 104,970천원에 각각 시행 결의하여 계약
체결을 의뢰한데 대하여,
2006.12.21.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업협동조합에서 단체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정물품은 실물, 모형만이 지정되어 있어 ○○회관의 리모
델링 공사는 위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설계서, 도면 등 세
부사항을 검토하여 당연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2006.12.21. ○면○○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금액 88,746천원, ○면○○
회관 리모델링공사를 계약금액 107,270천원, ○○면 ○○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계약금액 93,423천원 등 총 3건을 총 계약금액 290,099천원에 각각 ○○○공
업협동조합(대표자 : ○○○)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 양구군 관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 없음
특히, 2006.12.22. ○○○○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배정된 업체가 서울소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소지업체인 (주)○○으로 배정되어 3개 공사 모두를 시공
하게 하는 등 2007.1.1.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시점 직전인
2006.12.21. 물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닌 실내건축공사에 대하여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
하게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에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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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3】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과․○○○○과
【시 행

년 도】 2006년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시가지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부당 분할 발주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설계용역
용

역

(단위:천원)

명

사 업 량

시 행
결의일

계 약
체결일

설 계
금 액

계 약 계약방법 계 약 상 대 자
금 액
업 체 명 대표자

○○읍, ○면
시가지 도로 조명 시가지 일원
(주)○○
시설 (가로등 )설 치 ( 가로등설치 ‘05.12. ‘05.12.16 10,800 9,720 수의계약
○○○
종합건축
L=2,400m,
공사실시설계용역
57등주)

② 시설공사
공

사

(단위:천원)
명

시 행
결의일

계 약 상 대 자
계 약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방법
체결일
업 체 명 대표자

계
소

197,212 173,333
계

5건

133,819 117,509

○○읍시가지가로등설치공사
‘06.3.15 ‘06.4.14
(○○전기~○○병원)

3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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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
27,996 소액수의
전자견적 (주)

○○○

○○읍시가지가로등설치공사
‘06.3.15 ‘06.4.21
(○○○거리~○○○리마을회관)

27,825

24,331

“

○○전기
소방

○○○

○○읍시가지가로등설치공사
‘06.3.15 ‘06.4.14
(○○무소~○○)

13,698

11,944

“

(합)○○
전력

○○○

○○읍시가지가로등설치공사
‘06.3.15 ‘06.4.14
(분수대~○○)

36,147

31,984

“

(합)○○
전력

○○○

○○읍시가지가로등설치공사
‘06.3.15 ‘06.4.13
(○○공사~○○화원)

24,188

21,254

“

(주)
○○사

○○○

63,393

55,824

63,393

55,824

소

계

○면 가로등 설치공사
(○○리 도시계획도로)

‘06.3.15 ‘06.4.25

지역제한 ○○개발
경쟁입찰 (주)

○○○

※ 양구군 관내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업체수 : 7개업체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이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①다
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②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③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
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등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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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
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
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하며, “단일공사”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동일구조물 공사로 보며, 면허(또는 등록)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보며,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2005.12.16. ○○읍과 ○면 시가지 일원에 가로등 57등주 (L=2,400m)를 설치
하는 것으로 시가지 도로 조명시설(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계약금액 9,720천원에 (주)○○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6.2.6. 실시 설계서를 납품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양구군에서는 거리상으로 원거리에 있는 ○면시가지 일원의 가로등
설치공사를 제외하고는 ○○읍 시가지 일원의 가로등 설치공사는 좁은 시내
지역에서 동일한 노선 상으로 연결되어 동시에 교체 설치하는 것으로 실시
설계서를 일괄하여 납품받았음으로 이를 통합하여 단일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공사의 시공이나 공정관리 등에 비추어 타당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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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15. ○면시가지(○○리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설계금액
63,393천원에 시행 결의하여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통
하여 발주하였으나,
○○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006.3.15. 같은 날짜에 시행결의를
하면서 ①○○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전기~○○병원)를 설계금액
31,961천원 ②○○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4거리~○○○리 마을회관)를
설계금액 27,825천원 ③○○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사무소~○○)를
설계금액 13,698천원 ④○○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분수대~○○)를 설계
금액 36,147천원 ⑤○○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공사~○○화원)를
설계금액 24,188천원에 각각 5개 지역으로 공사량을 임의로 분할하여 수의
계약 대상금액 이하로 시행 결의를 하고, 양구군 관내 전기공사업체만을 대상
으로 소액수의 전자견적을 징구토록 회계부서에 계약체결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 양구군(○○○○과)에서는 동 공사의 계약의뢰가 동일자에 이루어졌음으로
분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경쟁 입찰에 부치는
등의 계약체결방법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발주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들여 양구군 소재
전기공사업체만을 대상으로 2006.4.13.과 2006.4.14. 양일간에 거쳐 ①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

전기~

병원)를 27,996천원에 양구군 소재

전설(주)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거리~

전력 ④

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

2리 마을회관)는 24,331천원에 양구군 소재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 사무소~

전력 ⑤

전기소방 ③

4
읍

)를 11,944천원에 양구군 소재 (합)

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분수대~

구군 소재 (합)

읍

)는 31,984천원에 양

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

원)는 21,254천원에 양구군 소재 (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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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화

사와 각각 소액수의 전자견적서를

○○읍 시가지 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통합발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의계약 대상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양구군에 소재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소액수의 전자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다수의 견실한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정부계약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각종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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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4】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과, ○○○○과
【시 행

년 도】 2000년~2007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추 징 6,497천원

【제

목】 양구○○○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양구○○○장 사용허가 및 실제사용 내역
(단위 : ㎡)
양구○○○장 사용허가 내역
사용기간

소재지 구분

실제사용 내역

면적

사용목적

2000.6.16.
○○읍 토지
~
2001.12.31 ○리 건물

179
89.38

○○○장

2002.1.1. 000-0 토지
~
건물
2003.6.15.

179
89.38

“

2003.6.16.
~
2006.6.15.

토지
건물

380
89.38

“

2006.6.16.
~
2009.6.15.

토지
건물

380
202

수허가자 소재지 구분
○ ○
(○○읍
○리
000-0)

○○○장,
식당,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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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사용용도

○○읍 토지
○리 건물

2,384 ○○○장, 식당,
176 주차장

000-0 토지
000-0 건물
000-0
000-0 토지
건물

2,384 ○○○장, 식당,
202 주차장, 화장실
2,384
202

“

토지
건물

2,384
202

“

나. 양구○○○장 사용료 부과 및 재산출 내역
(단위 : ㎡, 원)
부과기간

지 감정평가
사용료 부
적용면적 부지금액

적
용
공시지가

건
물 적용
적용면적 일수

연간사용료

기부과

2,616

917

8,083,530

재산출

21,456

1,766

18,021,610

2000.6.16. 기부과
~
2000.12.31 재산출
2001.1.1. 기부과
~
2002.12.31 재산출

179

16,000

2,384

16,000

179

16,000

계

2003.1.1.
~
2003.6.15.
2003.6.15.
~
2003.12.15

9,938,080

2,384

89.38
3,490

176

(‘01) 3,880
16,000 (’02) 3,720

기부과

179

16,000

재산출

2,384

16,000

기부과

199

89.38
176
89.38
4,300

202

380

3,380

89.38

재산출

2,384

4,300

202

2004.1.1. 기부과
~
2005.12.31 재산출

380

3,380

89.38

2,384

(‘04) 5,050
(’05) 4,300

202

기부과

380

3,380

89.38

재산출

2,384

6,590

202

기부과

380

5,430

202

재산출

2,384

6,590

202

2006.1.1.
~
2006.6.15.
2006.6.15.
~
2007.6.14.

차감금액

572,720
1,211,680

638,960

2,100,800
2년

166
199

4,902,840
476,420
1,227,690
571,130
1,345,280

2,802,040

751,270
774,150

1,933,900
2년

199
1년

5,254,410
525,360
1,494,100
1,903,200
2,585,610

3,320,510

968,740
682,410

다. 사용허가 행정재산(건물) 재산관리관 지정 및 관리현황
사용허가기간

재산관리관
지정부서

사용허가 등
실제 관리부서

‘06. 6.16~’08.12.31

○○○○과장

○○○○과장

○면○○회관

○면 ○○리 ○○-○ ‘05. 2.18~’07.12.31

○○○○과장

○○○○과장

양구굴절차고

○○읍 ○리 ○○

‘06. 1. 1~’08.12.31

○○○○과장

○○○○과장

○면출장소

○면 ○○리 ○○○-○ ‘06. 1. 1~’08.12.31

○○○○과장

○○○○과장

○면출장소

○면 ○○리 ○○○-○ ‘06. 1. 1~’08.12.31

○○○○과장

○○○○과장

○○면출장소

○○면 ○리 ○○○-○ ‘06. 1. 1~’08.12.31

○○○○과장

○○○○과장

○○○○센터

○○읍 ○리 ○○○-○ ‘04. 6.18~’06.12.31

○○○○과장

○○○○과장

○○○작업장

○○읍 ○리○○-○

‘04. 3. 9~’07. 3. 8

○○○○과장

○○○○과장

○○읍 ○ ○○○

‘05. 2. 1~’07.12.31 ○○○○지원과장

행정재산(건물)

소재지

계

9건

○○○장

○○체육관

○○읍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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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2. 내

용

① 양구○○○장 사용허가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양구군공유재산
관리조례」제8조, 제19조, 제20조,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수시로 현지를 확인하여 당초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
하는지를 지도․ 감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행정재산인 ○○읍 ○리 산○번지 토지(179㎡)와
건물(○○○장, 89.38㎡)에 대하여 2000.6.1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읍 ○리
○○○-○번지 ○○에게 양구○○○장 용도로 사용허가(2회 갱신)를 하면서 매년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위 양구○○○장 부지(179㎡)는 2001.3.5. ○○읍 ○리 산○번지에서 000-0
번지로 분할되었고, 사용허가 당시 ○○○장 건물(89.38㎡)은 2필지(○○읍
○리 000-0번지 및 000-0번지)에 걸쳐 위치하고 있었으며, 000-0번지 토지
1,071㎡ 중 건물(89.38㎡)을 제외한 면적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또한
사용허가 당시 000-0번지 위에 ○○○장 편의시설인 식당 건물(86.7㎡)이 추가로
있었으며, 이후 2001.6.26. 000-0번지 위에 화장실 건물(26㎡)을 추가로 증축
함으로써,
실제로 2000.6.16.부터 현재까지 양구○○○장 용도로 사용된 부지면적은
장례식장, 식당, 화장실 및 주차장 사용면적을 합하여 총 2,384㎡이고, 사용허가
당시 건물의 사용면적은 ○○○장, 식당, 주차장 면적을 합하여 176㎡였으며
2001.6.26.부터는 증축한 화장실 면적을 합하여 총 202㎡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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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양구○○○장에 사용허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2000.6.16.~ 2003.6.15.
까지 3년간은 토지 179㎡와 건물 89.38㎡를, 2003.6.16.~2006.6.15.까지 3년 간은
토지 380㎡와 건물 89.38㎡를 사용허가 하였고, 2006.6.16.~2009.6.15.
까지 3년간은 토지 380㎡와 건물 202㎡에 대하여만 사용허가를 하였는 바,
당초 사용허가 당시부터 수허가자는 양구군수가 허가한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후 양구군에서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면적
이 증가하였음에도 사용허가 변경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허가한 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아무런
확인도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허가(갱신)를 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② 양구○○○장 사용료 부과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제14조, 제31조,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며,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
하여 부지평가액을 산출하고, 동일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으로 할 수 있으며, 건물의 사용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고, 건물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양구○○○장의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지사용료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00.6.1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실제로 총 21,456㎡를
사용하였음에도 1,766㎡에 대하여만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 57 -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있어서도 2000.6.16.~2003.6.15.까지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였고, 2003.6.16.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당해 용도 사용부지 內 000-0번지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지가가 있었음에도
인근 지번의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건물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총 1,658㎡의 면적을 사용하였음에도 건물
평가시 917㎡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건물평가액을 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간 사용료를 산정하여 2000.6.1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8,038천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는 바,
양구○○○장 토지와 건물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착오 적용
및 실제사용 면적의 누락 등으로 9,938천원의 사용료를 적게 부과하는 등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③ 건축물 준공완료 후 사후처리 소홀
❍「건축법」제8조, 제9조, 제25조,「같은 법 시행령」제2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제6조,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용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사용승인신청서, 현황도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등)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
․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읍 ○리 ○○○-○번지외 1필지에 ○○○장의
편의시설인 식당과 화장실을 증축하고자 허가권자(○○○○과장)와 건축협의
(식당 1999.7.5. 및 화장실 2001.2.13.)를 하여 1999.9.7. 식당(경량철골조,
86.7㎡) 증축공사의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2001.6.26. 화장실(조적스라브,
26㎡) 증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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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과장)에게 통보하는 등 행정재산의
권리보전 위한 등기․등록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행정재산인 건축물
준공에 따른 사후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④ 재산관리관 지정 및 운영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조,

및「같은 조례 시행규칙」제2조 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
업무의 주관과장 재산관리관이 되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공유임야 등을
제외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서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과 ) 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

업무의 주관부서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당해

재산에

관한

사용허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양구군이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건물)
양구○○○장 등 9건에 대하여 ○○○○과에서 일괄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등 실제적인 관리를 하는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행정재산은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정된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도록 하시고,
양구○○○장으로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에 대하여 적게 부과한 사용료 9,938천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3,44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6,497천원을 추징함과 아울러
등기․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장례식장의 식당과 화장실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하시고,
❍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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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5】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과, ○○○○과
【시 행

년 도】 2005년~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 기금운용의 군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기금별 예치․관리
(단위:천원)
년도

기 금 명

소관부서

총 계

금고(농협

(천원)

중앙회)

금고가 아닌 금융기관 등
계

○○농협

○○농협

○○

○○○

○○

13,445,687 1,546,940 11,898,747 5,216,683 2,608,236 20,000 450,720 3,603,108

계

2
0
0
5
년
말

계

5,916,141

878,555

5,037,586

- 1,294,118

- 140,360 3,603,108

○○장학기금

○○○○과 3,354,928

11,460

3,343,468

-

-

- 140,360 3,203,108

○○○자녀장학

○○○○과

182,016

22,016

160,000

-

160,000

-

-

-

○○○○기금

“

524,563

14,563

510,000

-

310,000

-

-

200,000

○○○복지기금

“

659,555

35,437

624,118

-

424,118

-

-

200,000

○○발전기금

“

585,255

185,255

400,000

-

400,000

-

-

-

○○관리기금

○○○○과

346,343

346,343

-

-

-

-

-

-

○○대책기금

“

250,179

250,179

-

-

-

-

-

-

○○○○기금

○○소

13,302

13,30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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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기 금 명

소관부서

계

2
0
0
6
년
말

계

금고(농협

(천원)

중앙회)

금고가 아닌 금융기관 등
계

○○농협

○○농협

7,529,546

668,385

○○장학기금

○○○○과 5,160,291

33,248

○○○자녀장학

○○○○과

185,055

5,055

180,000

-

○○복지기금

“

528,740

18,740

510,000

○○○복지기금

“

671,510

27,392

○○발전기금

“

591,026

○○관리기금

○○○○과

○○대책기금
○○○○기금

2. 내

○○

○○○

○○

6,861,161 5,216,683 1,314,118 20,000 310,360

-

5,127,043 4,816,683

- 310,360

-

180,000

-

-

-

200,000

310,000

-

-

-

644,118

200,000

424,118 20,000

-

-

191,026

400,000

-

400,000

-

-

-

376,322

376,322

-

-

-

-

-

-

“

-

-

-

-

-

-

-

-

○○소

16,602

16,602

-

-

-

-

-

-

-

용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6조제1항에 의하면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양구군의 각 기금별 설치조례에서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과, ○○○○과)에서는 2004.10.27. 양구군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장과 2년간(2005. 1.1~ 2007.12.31)의 ‘양구군

- 61 -

금고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양구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자금의 출납과 세입세출외 현금은 반드시 양구군금고인 농협중앙회○○○지부에
예치하여 취급하도록 하여야 하나, ○○장학기금 등 8개 기금 중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등 5개 기금은 군 금고가 아닌 금융기관 등에 자금을 예치하여 운용
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기금 예치실태를 보면 2005년말 현재액 5,916,141천원 중 양구군
군금고인 농협중앙회○○○지부에 예치한 금액은 878,555천원이고 나머지
5,037,586천원은 군 금고가 아닌 금융기관 등(○○농협 1,294,118천원, ○○○
140,360천원, ○○ 3,606,108천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2006년말 현재액 7,529,546천원 중 군 금고에 예치한 금액은 668,385천원이며,
나머지 6,861,161천원은 군 금고가 아닌 금융기관 등(○○농협 5,216,683천원,
○○농협1314118천원, 양구○○20,000천원, 양구○○○310,360천원)에 정기
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기금의 예치․운용은 「지방재정법」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
본법」제6조, 각 기금별 설치조례규정에 따라 양구군 금고에 예치 및 관리하되,
❍ 기금별로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운용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금별로 별도의 군 금고를 지정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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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6】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양구군 ○○○○과
【시 행

년 도】 2006년∼200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제

목】 ○○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구분

공사(용역)명

사업량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계약일자)

수 급 자
업체명
대표자

‘06년 ○면, ○○면 실시설계 1식
○○○○
용역 지구 소규모 시설
28,061 ‘06.9.5-’06.10.4
○○○
L=1.406㎞
(‘06.9.5)
건설
(주)
수해복구 실시설계
년 ○○면 ○○리
RC라멘교
‘06.11.30-’07.5.26 (주)○○○○ ○○○
공사 ‘06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L=16m, B=5m) 91,567
(‘’06.11.29)
건설

2. 내 용
❍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건설기술관리법」,「강원도
건설공사 감독관복무 규정」,「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견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 양구군(○○○○과)에서는 2006년 ○○면 ○○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를
2006.11.29. (주)○○종합건설(대표 ○○○)과 계약금액 91,567천원에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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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여 2006.11.30. 착공, 2007.5.26.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내용과 같이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① 실시설계용역 검수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와 「같은 법 시
행령」제64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하고, 관리시험비는 노무비를 제외하고 재료비와 경비만 적용하여야
하며, 선정 및 검사시험은 내역서에 종목,방법,횟수 등을 항목별로 계상하되,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시험비 합계의 10%이상을 기타 품질
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등이 누락되고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당해 공사는 교량(라멘교, L=16m, B=5m)이 포함된 공사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 및 공시체 제작 등에 의한 품질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비가
미계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세부 검토 없이 용역성과품에 대한
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콘크리트 시방기준 미준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2002.5, 건설교통부)」제3장 거푸집 및 동바리편에 의하면
동바리의 시공시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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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2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동바리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시방서」제3장 구조물공편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순서,
이음위치, 양생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작업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시공계획서(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콘크리트 치기순서, 운반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를 제작하고 관리대장에 기입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량 슬래브는 도면에 명기된 슬래브 분리타설 순서에
의하여 시공하므로써 온도,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동바리 및 비계는 시공 전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조검토를 면밀히 한 후 시공
하여야 하며, 동바리 설치는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장비 및 인력 등이
동원되어 하중이 증가되므로 설계상의 동바리 설치 간격 및 지반 지지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교량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관련서류(설계도서, 사진 등)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가 시방기준대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이 이루어 졌
고, 또한 사전검토․확인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타설 중 스라브가
전도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시방기준 위배내용>
㉠ 동바리의 높이가 4.1m로 3.5m를 초과하므로 높이 2m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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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콘크리트 치기순서, 이음위치, 양생방법 등을 명시
한 시공상세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없이 방치하였으며,
㉢ 동바리 설치시 설계상의 동바리 설치 간격 및 지반 지지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고,
㉣ 공사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한 공시체의
제작 및 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③ 공사감독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6조, 제6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 및 제25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 등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및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고,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등을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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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설공사 감독자 복무규정」제2조 및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감독일지,
발생품정리부, 관급자재수불부, 공정보고서, 주요자재 검사부,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검측부 및 대장,건설공사 단속·점검 실명제 기록일지,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등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시공사가 비치하는
서류를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공사단계별로 당해 공사가 설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상세한 기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 또한, 공사감독자는 당해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에 임하여야 하고,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단계별로 시의적절하게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며,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도·감독을 하고, 이를 확인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면 ○○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감독공무원이 공사시행단계별로 시의적절하게 확인·검측 및 품질·
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미실시하였고, 각종 서류(공사감독
일지,공정보고서, 주요자재 검사부,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검측부
및 대장 등)를 미작성하였으며,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기록서, 주요자재 수불부, 공사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과
- 계약상대자가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등을 익월 14일까지 제출치 않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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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가 시방기준대로
시공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에 대한 사전검토․확인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07.3.30. 16:30분경 콘크리트 타설 중 스라브가 전도되고 인명피해가 발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현장사진 및 증거를 확보하고 그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조치(부실벌점 부과 등) 및 재발을 방지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2007.3.30 16:50분경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붕괴된 현장의 사진 및 증거자료의 확보도 하지 않는 등 ○○면 ○○리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시방기준을 위배하여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 스라브의 붕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 「건설기술
관리법」제21조의4에 의하여 부실벌점 부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더불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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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7】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과
【시 행

년 도】 2006년~200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53,028천원

【제

목】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양구 ○○○○공원 조성사업 현황 : 문화관광부 소관
❍ 공사개요 : 자전거도로, 야생화단지, 조각공원, 체육시설, 꽂길조성, 생태습지,
생태식물원, 산책로, 기타편의시설 등
❍ 공사기간 : 2006~2010(5년차)
※ 추진사항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2006.5.4)

- 하천점용허가신청(2007.1.17)

❍ 추진중인 용역현황
용

역

명

용역개요

○○○○공원(동수제경관 자전거도로 1㎞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조각체
․ 육공원 1식

수 급 자
대표
회사명
자
‘06.11.20~’06.12.29 (주)○○컨설
24,993
○○○
(2006.11.15)
탄트

용역금액
(천 원)

용역기간
(계약일자)

○○○○공원(동수제공원
소공원 조성 1식
'07.2.1~용역중지중 (주)○○지니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24,513
○○○
사전환경성검토 1식
(2007.2.1)
어링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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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구 ○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습지조성) 현황

: 환경부 소관

❍ 위 치 : ○○읍 ○○리 양구○천 및 ○○천 합류점 일대
❍ 면 적 : 1,630천㎡(습지사업면적 : 860천㎡)
❍ 인공식생대 : 550천㎡
❍ 수변 식생대 : 60천㎡(폭 10m, 연장 6,000m)
❍ 저류지 시설 : 콘크리트보(10m) + Rubber보(2.5m) L=150m, H=2m
❍ 사업비 : 23,914백만원(국비 10,317, 지방비 기타 13,597)
※ 추진사항
- 하천점용허가(2004.4.6)

- 실시계획인가(2004.10.8)

2. 내 용
❍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 양구군(○○○○과)에서는 양구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내용과 같이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① 실시설계용역 검수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품질관리시험 이론과 실무(2006, 강원도)」에 의하면 동상방지층의 품질기준
(골재최대입경 : 100mm이하, 다짐도 95% 이상)과 보조기층의 품질기준(골재
최대입경 : 80mm이하, 다짐도 9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설계기준(‘03.10.07,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3-222호)」24-4-10(제방의
축제재료 및 다짐편)의 개정내용 중 다짐도 기준의 경우 2002년 태풍“루사”의
피해를 계기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자 제방다짐 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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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밀도의 90%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장비운영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다짐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다짐도를 85%이상으로 적용토록 한 규정을 90%이상
(구조물 설치시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95%이상)으로 개정하고, 다짐장비도
불도저 자체 중량으로 다짐하는 방법에서 다짐도 향상을 위해 토질에 따라
다짐장비 및 다짐 횟수 등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 양구군(○○○○과)에서는 ○○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당해
사업을 위한 용역(양구 ○○ 생태공원 “○○○경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06.11.15. (주)○○컨설탄트(대표 ○○○)와 도급금액 24,993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6.12.29. 성과품을 납품받아 발주준비 중에 있으면서,
- 2002.7∼2005.6월까지 국가하천 양구○천 ○○○ 축조공사(도급액 : 8,021
백만원, 2.431㎞)로 설치된 제방상에 자전거도로를 가설하는 사업(1.3㎞)으로
일부구간( 0.2㎞)을 제외한 1.1㎞는 당해 제방의 축조시 하천골재를 이용하여
성토하고 다짐을 실시(90%이상)하였고, 그 재질은 선택층재와 동일하므로
별도의 선택층의 부설은 필요치 않음에도, 당해 설계에서는 별도의 선택층의
포설로 53,028천원 상당(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된 사실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세부 검토없이 용역성과품에 대한 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사업계획 중복 시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보조
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제1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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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과)에서는 2006.5.4. 강원도로부터 ○○생태공원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야생화단지, 조각공원, 체육시설, 꽂길조성, 생태습지, 생태식
물원, 산책로, 기타편의시설 등)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2006.8월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 ○○

▶

- 조성구역 : ○○읍 ○리․동수․공수․○○리 일원
- 공사기간 : 2006-’1095년차)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야생화단지, 조각공원, 체육시설, 꽂길조성, 생태습지, 생태
식물원, 산책로, 기타편의시설 등
- 투자계획 : 195억원(국비 57.5, 지방비 57.5, 민자 80)
- 시설계획
․ 1단계(2006~2007) : ○○○ 수변경관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야생화단지, 조각공원, 체육시설, 조망․관찰쉼터, 관망대, 휴게공간 등)
․ 2단계(2008~2009) : ○○○ 수변경관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수변캠프장, 야생화단지, 수목원, 인공섬 진입로, 휴게공간, 편의시설 등)
․ 3단계(2010~

) : 인공섬 경관조성사업

(생태관찰테크, 습지식물체험장, 수변관망대, 수변산책로, 야영장, 야간 경관조명 등)

위 계획에 따라 1단계 사업인 ○○○ 수변경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2006.11.15.
실시설계용역을 대한 (주)○○컨설탄트(대표 ○○○)와 도급금액 24,993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6.12.29. 성과품을 납품받은 바 있으나,

- 당해 ○○생태공원조성 사업의 총 투자계획 금액 195억(국비 57.5, 지방비
57.5, 민자 80)중 3단계 사업인 인공섬 경관조성사업의 40억원이 별개사업인
서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습지조성)에 기 포함되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
계획 변경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중복반영되어 있는 인공섬 경관조성사업의 40억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변경과 중복부분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소요경비의 배분을 변경(문화관광부장관
승인)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2007.4.13)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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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불필요한 선택층의 반영으로 인한 과다계상된 53,028천원 상당(제경비 포함)에
대하여는 공사발주 전에 감액 등의 조치를 하시고,

❍ 중복반영되어 있는 인공섬 경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변경(문화
관광부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더불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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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8】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실
【시 행

년 도】 2005년~2007년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감액 50,079천 원

【제

목】 양구 ○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공 사 명

공사개요

양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1차)
양구○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공사금액

공사기간

(천원)

(계약일자)

1,532,000
- 땅깍기:48,165㎥
- 흙쌓기:418,976㎥

(당초)

2,440,000
-유용성토:422,192㎥
(변경)

~‘07. 8. 7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주)○○

○○○

(주)○○

○○○

(‘05.7.14)
‘06. 11. 1

1,089,000 ~‘07. 3. 30

- 순성토: 47,222㎥

(‘06.10.31

(2차)

2. 내

급

‘05. 7. 19

- 땅깍기:392,862㎥
- 흙쌓기:173,082㎥

수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및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26-2, ‘03.12.26)」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책임구분이 용이
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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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경우외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24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8조에 의하면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년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의 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의 규정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상태에 따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8.02 부대공)」에 따르면 모래 및 혼합골재 운반
수량은 덤프트럭 15톤(100%)과 덤프트럭 15톤(80%)+덤프트럭 20톤(20%)
으로 구분 단가를 비교, 저렴한 단가로 적용하도록 하며,
-「하천법」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0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경우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양구군(○○○○○○팀)에서는 2004.5.13.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
종합기술공사(대표이사 ○○○)와 365,65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4.5.17.
착수, 2004.8.27. 준공된 양구○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습지조성 및 침사지
공사)은 습지조성공사(담수면적 1,630,000㎡, 습지조성 550,000㎡) 침사지
조성(○○천 L=100m, ○천 L=145m)을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 11,914,283
천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납품받아 추진함에 있어

- 75 -

-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말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의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데도, 2005년도(당초)에 전체 물량
(습지조성공사 : 담수면적 1,630,000㎡, 습지조성 550,000㎡, 침사지조성공 :
○○천 L=100m, ○천 L=145m)이 아닌 땅깍기 48,165㎥,흙쌓기 418,976
㎥, 유용성토 422,192㎥에 대하여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2005.4.10. (주)
○○(대표이사 ○○○)과 1,336,750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5.7.19. 착공,
2007.8.7.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 2006년도에는 이미 설계된 구역중 잔여 사업량인 땅깍기 392,862㎥, 흙쌓기
173,082㎥, 순성토 47,222㎥을 2006.10.4. 시행 결의하고, 2006.10.31. 전차
사업자인

(주)○○과 944,653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

2006.11.11.착공,

2007.7.1.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괄설계된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
하여 발주한 사실이 있고,
- 한편, ○○천(지방2급하천)내 침사지 시설 공사(전석쌓기 좌.우안 각100m)를
시행하면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하천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습지조성용 유용성토 운반(41,332㎥)은「국도 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8.02
부대공)」에 의하여 덤프트럭 15톤(100%)과 덤프트럭 15톤(80%)+덤프트럭
20톤(20%)으로 구분하여 각각 단가를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5톤(100%)으로 계상하여 50,079천 원이 과다계상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2007.4.13.)까지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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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과다 계상된 50,079천 원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감액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하천법」등 관계법령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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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9】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양구군 ○○○○과, ○○○○○○과, ○○○○과, ○○소
【시 행

년 도】 2005년 ~ 2007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 건축허가(신고)취소 및 협의사항 등 행정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건축허가(신고) 취소 미이행
허가신고
번호

허가일
/신고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2003(○면)
양구군 ○면 ○리
○○○
단독주택
신축신고-1
000-0번지

2003.3.21

-

-

2004(군)
양구군․읍 ○리
○○○
신축허가-15
00-0번지

단독주택

2004.11.8

2005.10.31
(착공연기)

-

용도

허가일
/신고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

나. 건축신고 사전입주
허가/신고
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2005(군)
양구군․읍 ○리
○○○
제1종근생 2005.03.18 2005.05.19
증축신고-1
000-0외1필지
2005(군)
양구군․읍 ○리
○○○
제2종근생 2005.12.26 2005.12.27
증축신고-13
00-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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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협의 및 준공 미이행
건물명

건축주

대지위치

용도

○○ 농어촌
양구군 ○○면 제1종근린
양구군수
지방상수도
○○리 ○○○ 생활시설
○○면
양구군 ○○면 제1종근린
〃
보건지소
○리 00-0
생활시설
공공○○○
양구군 ○면 분뇨및쓰레기
〃
선별장
○리 000
처리시설
○면
양구군 ○면 제1종근린
〃
테니스장
○○리 000-0 생활시설

2. 내

연면적(㎡)

허가일
/신고일

협의준공

108.80

미협의

미준공

833.84

‘06.03.22

미준공

922.91

‘05.12.27

미준공

18.00

미협의

미준공

용

❍「건축법」제8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되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되며,
건축주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얻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건축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22조제1항의 규정에 관계도서 및 서류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22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사용승인신청서 및 현황도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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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과)에서는 양구군 ○○읍 ○리 ○○○-○번지 ○○○의 단독주택과
○면 ○리 ○○○-○번지 ○○○의 단독주택 건축물은 건축허가 및 신고를 득한 지

1년이 경과되었으나, 「건축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은 물론 실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허가 및 신고취소 등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건축법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고,
또한, 양구군 ○○읍 ○리 ○○○-○외 1필지 ○○○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
매점), ○○읍 ○리 ○○○-○번지 ○○○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은 건축
신고와 착공신고를 득한 이후,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행정조치 등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양구군(○○○○○○과)에서는 양구군 공공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협의 및 착공신고 절차를 득하였으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후
에는 사용승인신청서 및 현황도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은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강구
하지 않았고,
또한, ○면 테니스장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계도서 및 서류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양구군(○○○○과)에서는 ○○면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관계도서 및 서류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양구군(○○소)에서는 ○○면보건지소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축협의
및 착공신고 절차를 득하였으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가 완료되
었음을 사용승인신청서 및 현황도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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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은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강구
하지 않고 있는 등 건축법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축허가 후 1년이 경과 되었는데도 미착공한 2건, 건축물 사용승인전 사전
입주 2건,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미이행 2건, 건축협의 후 미준공 2건에 대
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더불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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