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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시 행 년 도]

2005~200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신분상 조치]

2명

[제

비정규상근인력 관리 및 청원경찰 배치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상근인력 관리 보완지침(강원도 '03.5.20)」에 의하면
보통교부세 산정시 비정규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는「기준정수」를 기준으로 반
영하여 正ㆍ負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니 기준정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기준정수를 초과한 시ㆍ군은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증원을
억제하고 가급적 현정수 범위내 조정 재배치 일반 정규직공무원이 수행할 행정
사무보조적 기능의 상근인력 고용은 정원에 의한 인력운영원칙을 규정한 지방자
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용금지, 정규
직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에 비정규상근인력 고용 등은
위법이므로 자체 정원조정 등을 통해 정원을 확보하거나 정비, 경비업무에 종사
하는 청원경찰과 지도단속, 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엄격한 분리관리,
앞으로 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청원경찰법 제2조)이
외 지도단속ㆍ감시업무에 청원경찰 고용금지, 단속ㆍ감시분야의 신규수요에 대
해서는 공익근무요원 적극 활용, 보호시설이 아닌 일반시설의 경우는 정규직공
무원인 기능직 방호직렬 배치 추진하도록 시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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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상근인력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청원경찰"은「청원

경찰법」에 의해 채용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상근인력 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관리부서가 사용부서로부터 상근인력 정수책정 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ㆍ급여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한 후 정수를 책정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서는 "횡성군의 상근인력의 정수는
총 85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규정 시행(2003.6.
23)이후 청원경찰 중 일반단속ㆍ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은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그 정수를 지속 감축하여야 하며,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결원발생시에는 기존의 일반단속ㆍ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을 우선 전환 배치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2조에 의하면, "청원경찰"이라 함은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배치 신청하여 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임용하고 10일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
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동 배치한 때에도 역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 비정규상근인력 정원관리 부적정

강원도 자치 12200-900(2003.5.20)호로「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상근인력관리
보완지침」을 통해 "기준정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기준정수를
초과한 시ㆍ군은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증원을 억제하고 가급적 현정수 범위내
조정 재배치 하도록 시달하였음에도, '03.5.20 보완지침을 통보 받은 후 두 차
례에 걸쳐 정원을 조정하여 단순노무원 2명, 환경미화원 6명, 청원경찰 2명, 청
원산림보호서기 1명 등 총 11명을 부적정하게 증원시킨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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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원경찰 신규채용 및 배치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상근인력 관리 보완지침(강원도 '03.5.20)」에 따라
정규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에 비정규상근인력 고용
등은 위법이므로 자체 정원조정 등을 통해 정원을 확보하거나 정비하고, 경비업
무에 종사하는 인력(청원경찰법 제2조)이외 지도단속ㆍ감시업무에 청원경찰 고
용을 금지토록 하였으며,「횡성군상근인력관리규정」 부칙 제2조에서는 "이 규정
시행(2003.6.23)이후 청원경찰 중 일반단속ㆍ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은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그 정수를 지속
감축하여야 하며,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결원발생시에는 기존의 일반
단속ㆍ감시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을 우선 전환 배치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과)에서는 2005.2.17. ○○과 소속 청원경찰 ○○○이 퇴직하자,
○○면 소속 청원경찰 ○○○를 ○○과로, ○○○○○○소 소속 ○○○을 ○○
면으로 전보발령하고, 결원보충으로 ○○○를 신규임용하여 ○○○○○○소에
발령하여 상수도검침 및 체납관리를 담당케 하고 있으며,

2005.7.17.자로 ○○○이 정년퇴임을 하자 2005.8.1. 그 자리에 결원보충으로
○○○을 신규임용, ○○○○과에 배치하여 택지분양, 특별회계, 환지청산금 교부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06.8.17. 횡성군○○ 및 ○○○○실 신축으로
2명을 증원하여 ○○○을 신규임용, ○○○○과에 배치하여 "횡성군○○○사무
보조"를 담당토록하는 등 총 3명에 대하여 「청원경찰법」에 위배되게 경비업무
외에 정규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할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으며,

그리고, ○○○(횡성군수)는 청원경찰을 신규임용 또는 이동 배치한 때에는
청원경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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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
앞으로 비정규상근인력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강원도 자치12200-900(2003.5.20)
호로 시달된「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상근인력 관리 보완지침」에 의거 책정된 "
기준정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초과된 현원에 대하여는 기준정수와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결원보충을 억제해 나가시기 바라며,

청원경찰 중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업무 외에 지도단속ㆍ감시, 상
수도 검침 및 체납관리, 특별회계, 기타 사무보조 등 일반행정 업무보조를 담당
하고 있는 ○○○○○○소 ○○○외 3명에 대하여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청원
경찰이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전환 배치하도록 하고, 신규임용 또는 이동 배치한 때에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
장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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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시 행 년 도]

2005~200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신분상 조치]

2명

[제

횡성군 ○○전문요양원 위탁운영자 선정업무 추진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횡성군(○○○○과)에서는 치매ㆍ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4.7.9.∼
2005.9.27.까지 국ㆍ도ㆍ군비 등 22억 5,171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한 횡성군○○
전문요양원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2005. 9월(일자 미상)에 횡성군 ○○
전문요양시설 위탁운영계획을 수립(위탁방법 공개모집, 위탁기간 5년 등)하여
이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 사무
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등 관련법령ㆍ지침 등에 위배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운
영자 선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①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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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06.1.1. 시행)」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경
쟁입찰에 부쳐야 하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낙찰자
(위탁운영자)는 일찰공고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
리하게 입찰한 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과)에서는 2005.11.24. 공고한 횡성군 ○○전문요양원 위탁운
영자 모집 공고(횡성군 공고 제2005-425호)에서 위탁운영자의 자격요건으로 사
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외에 관계법령에 명문규정이 없는 "공고일 현재 계
속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3년 이상인 의료법인"을 추가하여 공
고함으로써

2003.10.23. 「지방재정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권 포기 등의 조건
으로 감정평가액 395,462천원(토지 5필지 1,069㎡, 건물 2동 125.42㎡)의 토지
및 건물을 기부채납한 의료법인 ○○의료재단(○○병원)에게 위탁운영권을 주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부적정하게 공고업
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행정자치부, 2003.11월)」
부록 4.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ㆍ관리 공통기준에 따르면 신규 위탁자 선
정을 위한 모집공고는 2개 이상 일간지, 도보 및 도 홈페이지, 시군 및 관련기
관에 모집공고 등의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횡성군(○○○○과)에서는 군 홈페이지와 전국 시ㆍ군ㆍ구에 공고내용을 통보
하는 방식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1개 법인(의료법인 ○○의료재단)
만이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입찰(신청서 접수)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었으므로 재공고입찰을
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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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4년도에 횡성주민 615명이 제기한 ○○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한 ○○의료재단(○○병원)측에 위 시설의
운영권을 임의로 부여함으로써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감사청구 요지에
대하여 감사원 조치결과에서는 "향후 위탁운영자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문안에 "수탁자 선정계획 최초공고 후 1개 법인이 신청한
경우 재모집하지 않고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법인 ○○○○재단만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위탁운영자로 결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복지시설 운영능력이 탁월한 다수의 사회복지법인 등의 진출자체를
막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

② 위원위촉 선정 및 심사평가기준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선정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법률전문가 등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횡성군(○○○○과)에서는 2005.12.7. 횡성군수탁기관○○○○○ 위원위촉 및
임명을 하면서 사회복지분야와는 거리감이 있는 횡성군 ○○○○실장, ○○○,
○○○○회장, ○○○○협의회장 등 비전문가 7명을 위촉하여 심사기능을 수행
토록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에서는 동 위원회로 하여금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자격기준(심사기준 및 배점결정) 마련, 적격자 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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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통심사기준으로서 신청법인의 공신력(25점), 법인의 재정능력(30점),
법인의 시설운영실적(10점), 복지시설운영계획(20점), 법인대표ㆍ시설장(예정
자)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15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횡성군(○○○○과)에서는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기준 및 배점을 결정하지
않고 2005. 11월(일자 미상) 횡성군○○전문요양원 위탁운영자 심사평가계획 보고
(내부결재)를 통해 확정한 ○○○○○심사위원회 채점표를 위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여 2005.12.7. 종합평가결과 평균 78.2점(총점 평균 산출하여 60점 이상
최고 득점자)으로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고,

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업, 현금출연능력과 군재정 기여도 등의 법인재정능력
부문에서는 45점을 배점(행정자치부 지침상 30점)하고 위원전원 만점 처리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ㆍ관리 공통기준을 적용치 않은 사
실이 있다.

또한, ○○의료재단의 위탁운영 신청서 접수일자는 2005.12.5.이나 이보다 앞선
2005. 11월(일자 미상)에 작성된 위의 심사평가계획에서는 ○○의료재단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③ 2005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소홀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되는 재산에는 조
건이 수반되어서는 아니됨에도, 2005.12.5. ○○의료재단의 수탁운영 신청서
접수시 함께 제출된 '2005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쪓. 사업추진계획 1.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위치운영권에 따른 사업구성. ④ 예상효과」에 ⓐ 상시근무에
따른 의료인 출장(의사, 간호사 왕진), ⓑ 사망에 따른 장례식장 운영, ⓒ 1일
25∼30명 수진에 따른 의료비 청구, ⓓ 향후 기부채납액 분산회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토지 등 기부채납에 따른 위탁운영권 수탁을 계기로 영리목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수익을 기대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
의료재단을 수탁자로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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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
앞으로 노인전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등 복지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실무편람(행정자치부)」 및 「횡성
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다수의 사회
복지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공고하거나 통보
하고, 2인(법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수탁신청)에 의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위원위촉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평가기준도 ○○○○○위원회에서 심사기준 및 배
점 등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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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시 행 년 도]

2005~200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신분상 조치]

3명

[제

○○ 플라이 낚시 관광사업 추진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법」제95조, 제127조 내지 제130조 및「행정권한의위임및 위탁에관
한규정」제11조 내지 제12조의2,「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
조,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및 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지
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관,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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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제33조제1항, 제72조,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및「강원도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 및 하천구역내에서 유수의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사전에 허가(협의)를 득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하천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대상·구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대상구간의 양측과 그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제9조, 제22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수산업법」제32조,「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 제340호)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는 경우에는 순이
익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관련법령에 위배하여 사업 추진

그런데도 횡성군(○○○○과)에서는 주 5일근무제 및 횡성 관광상품화로 낚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04년말경 한국 ○○○낚시○
○○○○ 협회장 ○○○로부터「○○ 플라이, ○○ 낚시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 '05.2.16.「○○○낚시(000 fishing) 관광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2급 하천인 계천상의 ○○리 ○○○교에서 ○○리 취입보에 이르는 3.5km,
평균유수면적 175,000㎡에 달하는 지역에 연중 운영을 목적으로 사업주체는 횡
성군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플라이낚시 관광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사전법규 검토를 의뢰하였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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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1. ○○○○과와 계천수계 수면이용 협의결과, 하천 및 하천구역내 수
면이용행위시 사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점용허가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하천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공공 또는 공용의 목적에 반하므로
점용 허가(협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음에도,

'05.3.14. ○○○○과에서는「○○○낚시 관광사업 계획」을 확정하여 계천수
계 수면이용 협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05.5.18. ○○○○과 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당
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이행없이 수
면이용 협의를 통보하였다.

또한, 민간업자에게는 낚시업용 내수면어업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자 개발주체를
횡성군으로 하여 횡성군수가 직접 낚시업 내수면어업허가를 신청하여 '05.5.18.
이를 허가받았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그 운영을 민간업자에게 위탁
하고 플라이 낚시자에 한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며 기타 물놀이 관광객들은 입장료
없이 출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향후 위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사업자를 선정
추진한다고 하였음에도,

'05.5.18.「○○ ○○○낚시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기간을 '05.5.27.
부터 '05.12.31.까지로 정하여 시범 운영하면서 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하지도
아니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초 계획 제출자인
한국○○○낚시○○○○○ 협회장 ○○○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 '05.5.20.
협약을 체결하여 부당하게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련법령에 위배되게 "입장료 징수방법은 협약에
의한다" 라고 명시하였으나 실제로 위탁협약서에서는 입장료 징수방법 등을 정
하지도 아니하고 수탁자가 임의로 1회 1인당 20,000원을 징구하여 '05년 5월부
터 '05년 12월까지 7개월 동안 1,403명에 대한 입장료 28,060천원을 관련법령에
근거없이 부당하게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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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하는 경우에는 순이익의
100분의 50이상을 타인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05.5.20. 동 위탁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수입금에
대하여는 매월 순수이익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횡성군 금고에 납입
하도록 하여 총 순수이익금 8,847천원중 1,869천원(20%)만 수입금 처리하고 나
머지 6,978천원(80%)을 수탁자가 수입금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하였는데 그 실적을 보면 아래와 같다.

【낚시터 운영실적】
총
월별
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

(단위:천원)
익

금

순

수

익

금

제경비
비 고
사용
군
위탁자
단 가 금 액
소 계
인원
(20%) (80%)
1,403명 20 28,060 19,213 8,847 1,869 6,978
150명 20
3,000
355 2,645
529 2,116 개장 5.27
355명 20
7,100 5,475 1,625
325 1,300
279명 20
5,580 2,400 3,180
636 2,544
190명 20
3,800 2,700 1,100
220
900
228명 20
4,560 4,376 184
37
147
106명 20
2,120 1,519 601
120
480
72명 20
1,440 1,424
16
3
13
23명 20
460
964 -504
0
-504

② 민원 등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추진 중단

횡성군(○○○○과)에서는 동 사업을 국내에서 최초로 자연하천에서 운영되는
○○○낚시업으로 추진하면서 청정한 자연과 어루러지는 매력있는 레포츠로 육
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사업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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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에서 포획(방류)되는「무지개송어」는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자연생태계에서 방류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낚시터용으로 방류한다면 폐쇄된
저수지 등에서만 가능하다고 ○○○○○부와 ○○○부 모두 이 어종을 자연생태
계에서 방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고,

○○환경운동연합, 생태○○○○협회, 기타 민원인들로부터 무지개송어의
생태환경 위해(危害) 논란과 위탁사업자 선정의 특혜시비 등으로 동 사업과 관
련하여 인터넷 및 일반민원 16건, 상급기관이첩민원 4건, 정보공개청구 4건 등
총 24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무지개송어 방류에 따른 자연생태계 위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음에도,

'06.1.5. ○○○○과에서는 2006.1.9.부터 2011.12.31.까지 5년 동안 동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고자 ○○○○과-538호로「내수면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
나, '06.1.6. ○○○○과-270호로 "무지개 송어의 생태계 방류금지"를 이유로
반려되었고,

'06.1.9. ○○○○지원단의 관련법률 검토에서도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 동ㆍ식물을 자연
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검토의견이 제시되어 사업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소요된 임시매표소설치비(1동) 9,900천원,
송어방류비(2톤) 9,900천원, 전기설치비 550천원 등 총 20,350천원의 예산이 낭
비되었고,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 시행 후 7개월 여만에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낚시관광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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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또한,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수탁자가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업시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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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실

[시 행 년 도]

2005~200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신분상 조치]

1명

[제

횡성 ○○○○ 조성사업 투ㆍ융자 심사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16조, 제30조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횡
성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ㆍ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ㆍ융자
사업에 대하여는 도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소요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으로는 투자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중ㆍ장기 지역
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재정ㆍ경제적 수익성, 주민수혜도 및 파급
효과, 투자의 완급성 등 행정적ㆍ정책적 의사 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실무심사를 주관하며, 심사분석을 한 후 그 결과를 투자심
사위원회에 부의, 심의ㆍ확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심사분석 결과 부적당하
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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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횡성군(○○○○실)에서는 2004.2.24일자로 (주)○○○○○의 사업제
안서를 접수 받아 '04.3.2 유치제안에 대한 군수의 결재를 받아 '04.3.16 관련
부서 업무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님 관심사업으로 관련부서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문서를 시달함으로써 관련부서에서
는 사업추진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ㆍ수익성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조사
의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실무심
사의견서에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며 공동법인에 의한 분배수익,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장과 연계한 ○○○○ 상품화로 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 등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사업비가 2,800백만 원으
로 횡성군○○○○심의위원회에 '04.3.30일 부의하여 자체 투ㆍ융자심사 대상사
업으로 심사ㆍ결정하였으나,

(주)○○○○○ 측의 제안서와 유치 제안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결재를 받은
서류를 확인한 결과 총 사업비가 10,400백만원으로 지방비가 3,400백만 원 민간
자본이 7,000백만 원으로 도의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일 뿐 아니라, 2004.3.2.
자로 강원도 ○○○○○실에서 통보된 공문서에 의하면 2004년도 지방재정투ㆍ
융자사업지침 주요 개정내용으로『민간자본이 포함된 경우 자체재원 이외의 재
원은 모두 의존재원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 개념기준으로 심사 주체를 판단』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원도의 투ㆍ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2,800백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투ㆍ융자 심사항목의 사업규모
와 사업비가 적정 하다고 실무심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심의
위원회에 부의하여 2004년도 상반기 투ㆍ융자 대상사업으로 부적정하게 심사ㆍ
결정되게 하는 원인제공과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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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ㆍ군 심사의 경우에도 당초 시ㆍ군에서 심사한 사업으로 사업비 증가
분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총 사업비가 30억원을 초과하는 사
업(의존재원이 수반되어 증가된 경우)에 대하여는 강원도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0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하는 등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위법부당내용]
예산이 수반되는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
정투자사업심사규정」,「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지침」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중ㆍ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ㆍ수익성,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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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과, ○○○○과

[시 행 년 도]

2004~200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신분상 조치]

2명

[제

횡성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① 횡성 ○○○○ 조성사업 군유재산 매각 추진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으며,

2006.6.26. 개정되기 전의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 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일반경쟁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고 인정되어 당해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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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횡성○○○○ 조성사업을 위해 2004.8.3. 횡성군과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 ○○○), (주)○○○(대표이사 : ○○○)가 체결한 『횡성 ○○○○ 조성에
관한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지매각대금은 횡성군이 당초 사업부지 조
성에 소요된 조성원가를 기초로 한 감정가격으로 하며 (주)○○종합건설은 매매
계약 체결 시 횡성군에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액은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
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횡성군과 (주)○○종합건설이 체결한 세부약정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지
매각 대금은 횡성군이 기 지급한 토지보상비와 토목공사비를 기초로 한 감정가
격으로 하며, (주)○○종합건설은 매매계약 체결 시 횡성군에 계약금 10%를 지
급하고, 잔액은 1년 거치 3년간 분할 상환하되, 분할상환 첫해까지 계약금 10%를
포함해서 총 매각대금의 50%를 상환하고 2년, 3년차에 각각 25%씩을 상환한다.
다만, 이자율은 연 6%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과)에서는 횡성군 ○○○○ 조성사업 편입토지인 횡성군 ○○면
○○리 000번지외 56필지 215,981㎡에 대하여 '05.5.25일 한국○○○원주지점,
○○○감정평가법인강원지사에 매각재산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05년 제2차 공
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05.6.14일 제1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매매계약 체결을 준비하던 중 ○○○○과-15267('05.10.4)호로 ○○○ 세
트장 진입도로 편입토지 매각대상 제외 요청공문에 의하여 당초 매각하기로 했던
○○○ 세트장 진입도로 편입토지를 매각대상에서 제외시켜 결과적으로 매각면
적이 200,292㎡로 15,689㎡가 감소하였고,

또다시 2005.11.18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인해 추가 편입되는
2필지 7,217㎡를 매각면적에 포함함으로써 매각대상 면적은 207,509㎡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3,324,881,450
원을 '05.12.23일자로 가격평정 결의하여 매매계약 체결기한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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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8까지

2005.12.27. 매수자인 (주)○○○○○○(대표이사 : ○○○)에서 2004.8.3일
체결한 횡성 ○○○○ 조성에 관한 계약서와 세부약정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당초 계약조건 이행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과
함께 계약서 변경의 선행과 대책을 제시하여 줄 것을 회신함에 따라 매매 계약
체결기한인 '05.12.28일을 경과하여 감사일 현재('06.9.22)까지 매매계약이 체
결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횡성군(○○○○실)에서는 횡성 ○○○○ 조성에 관한 계약서 및 세부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도 없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계약서를 작성, 체결한 결과
2005.4.15. 공유재산관리부서(○○과)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3,824백만원을 투자하고도
'05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
매각 감정평가 결과 매각대금이 3,324백만원으로 당초 투자액보다 500백만원의
재정손실이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 부
지매각 세입예산으로 1,50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아 세입전망이
불투명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② 횡성 ○○○○ 조성사업 추진협약 체결계획 수립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
례에는 분할납부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횡성군(○○○○실)에서는 2004.7.20.『○○○ "○○" 세트장 조성관련 민자
투자업체 요청사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지 매각대금은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았는
바, (재산매각 관련부서 미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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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문서에 횡성군수가 "법적절차 철저 자문 후 협약 요망"이라고 지시하였으
므로 ○○○○실에서는 동 부지매각과 관련하여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함에도, 매각대금 분할납부 가능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2004.7.31일『횡성 ○○○○ 조성사업 추진협약 체결계획』을
수립하면서 (군수결재) 부지매각대금은 "1년 거치 3년상환 (연6%이자), 상환 1
년차까지 50%납부"등 법령을 위배하여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위 계획관련 횡성군 ○○과는 재산관리부서이므로 계획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협조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에
서명, 협조한 사실이 있다.

③ 횡성 ○○○○ 조성사업에 관한 계약 및 세부약정 체결 부적정

횡성군(○○○○실)에서는 횡성군 ○○○○ 조성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2004.8.3. 횡성군과 (주)○○종합건설(대표이사 : ○○○), (주)○○○(대표이사
: ○○○)가 체결한 『횡성 ○○○○ 조성에 관한 계약서』제6조 및 세부약정서
제2조의 조항을 작성함에 있어

위 ②항에 의거 부지매각 대금은 횡성군이 기 지급한 토지보상비와 토목공사
비를 기초로 한 감정가격으로 하며 (주)○○종합건설은 매매계약 체결 시 횡성
군에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액은 1년 거치 3년간 분할 상환하되, 분할상환
첫해까지 계약금 10%를 포함해서 총 매각대금의 50%를 상환하고 2년, 3년차에
각각 25%씩을 상환한다. 다만, 이자율은 연 6%를 적용한다고 하여 계약서 및 세
부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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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는 불가하다고 관련부서인 ○○과에서 ○○과-4153('05.4.11)호로 검토의견을
통보하였다.(지방재정법 제100조제1항의 단서와 관련된 분할납부 내용이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후 ○○○○실에서는 '05.4.19. 위 ○○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횡성
○○○○의 협조사항 요구에 대한 『횡성 ○○○○ 조성사업 협조회신』보고서를
작성, 관련부서의 협조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주)○○○○○○와 관련부서에
통보하였는바,

이 보고서 상 횡성군 처리계획의 주요내용은 "횡성 ○○○○ 조성에 관한
계약서및 세부약정서 체결 당사자간 변경사항 협의 후 변경계약", 부지매각
시기와 방법은 "계약일에 보증금 10% 납부 후 60일 이내 잔금 전액납부(분할납부
불가)",매각금액은 "2개 감정평가 법인에 의한 감정평가 후 가격결정" 등이다.

따라서 횡성군에서는 동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기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변
경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매각을 계속 추진함이 타당함에도 횡성군(○○○○실)
에서는 당사자간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2005.6.14. ○○○○ 편입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주)○○○○○○에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횡성군 ○○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하여 (주)횡성 ○○○○의 '05.12.30일자 공문에 대하여 2006.1.5일
통보한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상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발생된 사실을 2005.4.19일 인지하고 ○○
○○실-2955호로 시인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세부약정서를 변경하고자 추진하였
으나 변경계약 체결이 감사일 현재까지 이루어 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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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4. 드라마 ○○○ 관련 계약 3자간 회의를 개최한 결과, (주)○○○
○○○측에서 토지매각 대금에 대하여 2,800백만원 이상의 매각 대금 지급은 불
가하며 횡성군의 토지감정가가 3,324백만원으로 524백만 원의 초과금액에 대하
여는 부지매각 시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영동고속도로 상ㆍ하행선의 고속도
로에 400백만원이 소요되는 간판설치, 농지보전부담금 323백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68백만원 감면 및 분할납부, 취ㆍ등록세 152백만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43백만원, 미 매입토지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관광지 지정』을 통한 미 매입토지에 대한 매입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에 1,286백만 원에 상당하는 공사와 각종 제세 공과금의 감면을 요구함으로써
부지매각 매매계약 체결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고 지연됨은 물론, 계획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하는 원인의 제공과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울러, 횡성군(○○○○과)에서는 ○○○○○○ 조성부지 일대를 지구단위계
획을 통해 체계적ㆍ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29,200천 원을 투입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4.7.31일자로 특정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는데도,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사업시행자 측의 요구에 의하여 (주)○○○○○○측의 입안사유서를 근거로
당초 목적한 ○○○○○○ 조성사업이 착수되기도 전에 2005.11.18일 ○○○○
○○ 2면을 ○○하우스 및 ○○연수원을 건립하는 컨셉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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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시설계획에 대한 기초조사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도 없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담하여 작성한 시설계획 및 구역
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②, ③항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사유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변경한 이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시행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④ ○○○ ○○장 입장료 수익금 분배와 관련하여

2004.3.22. 체결한 양해각서 제3호에 의하면 본 사업과 관련한 임대 및 수익
배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하여 명시한다고 하였음에도

20004.8.3. 횡성군과 (주)○○○○○○와 체결한 ○○○○○○ 조성에 관한
계약서 및 세부약정서에 수익금 배분방식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2004.12.23일부터 2006년 8월말 현재까지 횡성 ○○○○(○○○○○세트장)를
찾은 관람객이 109.329명으로 (주)○○○○○○ 법인이 관람객 입장료 수익금
255,334천 원을 징수하고 있는데도 수익금 분배방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조성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군유재산에 대하여 아직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재실시하여 횡성군의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 군유
재산을 매각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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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유재산의 매각방법 등에 대한 사업추진 부서의 업무협조에 대하여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위배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협조ㆍ
서명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사업에 관한 계약 및 세부약정의 변경계약 체결과 관련
하여서는 조속한 시일내 변경계약이 체결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군유재산을
매각하여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추진 관련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법
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이 착수되어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최소의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횡성군의 재정손실이
발생되지 않고 사업추진의 경제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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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과

[시 행 년 도]

2003~200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신분상 조치]

2명

[제

불법 개발행위 단속 소홀

목]

[위법부당내용]
「농지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고자 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
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자에 대하여는 원
상회복을 명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제46조 및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령」제49조, 「공유수면
관리법」10조 및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매년 그 소관에 속
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관리와 점ㆍ 사용하는 자의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리상태를 조사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점ㆍ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와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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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과)에서는 횡성군 ○○면 000번지 거주 ○○○이 ○○면 ○○
리 000-0번지 소재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

'03.7월경부터 인근토지인 ○○면 ○○리 000번지(전) 451㎡에 ○생산 원자재
(참나무원목)와 점토(진흙)를 무단 적치하여 놓고 ○공장 가동에 필요량을 운반ㆍ
사용하여 왔으며, '05.12월경부터는 ○○면 ○○리 000-0번지(전) 200㎡에 목초액
보관을 위하여 대형물통을 적치하는 등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단속없이 방치하고 있는 등 불법 농지전용행위 단속업
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횡성군(○○○○과)에서는 횡성군 ○○면 000번지 거주 ○○○에게 ○○면
○○리 000-0(천)번지 4,650㎡에 대하여 농경지 사용목적의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당초 '00.2.28~'04.12.31 → 연장 '05.1.15~'09.12.31)를 한 바 있으나,

수허가자 ○○○이 '05.12월경부터 동부지 490㎡내에 ○ 및 ○○○ 보관을 위한
하우스 4동과 이동화장실, 기타 폐잡목 등을 적치하여 당초 점ㆍ사용 허가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단속없이 방치하고 있는
등 공유수면 관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앞으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도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농지를 불법
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또한, 소관 국유재산(공유수면)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 상태 등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허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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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소

[시 행 년 도]

200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신분상 조치]

1명

[제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행정처분기준(별표15)의 일반기준 규정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및 용기ㆍ포장류
제조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의 양형이 품목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때
에는 품목제조정지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소)에서는 2006.07.27. 서울지방○○○○○○○청으로부터 하절기
고속도로 휴게소 조리식품 등을 수거 검사한 결과 ○○휴게소(상행) 에서 2006.07.11.
제조한 불고기버거가 대장균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6.08.23.
○○휴게소(상행) 대표 ○○○에 대하여 2006.09.01부터 2006. 09.15까지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당해 제품폐기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는 위반내용이 대장균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이고 행정 처분기준에 품목
제조정지 15일에 해당되므로 상기 관련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정지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어야 했다.
- 32 -

그러나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2006.09.01부터 2006.09.15까지 15일간 품목제조정지(불고기버거)
처분을 함으로써 사실상 부적정하게 행정처분이 감경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앞으로 식품위생업체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업무연찬을 강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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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시 행 년 도]

2002~200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신분상 조치]

1명

[제

횡성○○○○○○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
결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과)에서는 2000.4.12. 행정자치부로부터 ○○○○○○단지조
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 5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과 2000.11.9. 횡성
군의회로부터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2001.10.26. 강원
도로부터 기업유치를 통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산업단지
부지매입 목적으로 ○○○○○○○기금 50억 원을 융자받아 횡성군 ○○면 ○○
리, ○○○리 일원 776,411㎡를 48억 5천만 원에 매입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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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비가 과다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2.8.10. ○○○○조성 계획
취소 이전인 2002.5.14. (주)○○○○와 ○○대학 추진 협약 체결과 2002.10.25.
○○○○산업단지 지정해제 부지를 (주)○○○○에 ○○대학 및 ○○○○○(○
○장)조성사업 용도로 120억 45백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고, 이후 ○○
○○○(주)(사업시행자 변경)에서 2002.10.25.부터 2005.10.18.까지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 등 모두 129억 49백만 원의 부지 매입대금을 납부하였는바, 특정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어 지방채 집행잔액이 발생
하거나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 건의 경우 지방채 상환에는 42억 88백만 원(이중 13억 3백만 원은 농지조
성ㆍ대체조림ㆍ대체초지환급금에서 상환하였고, 실제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것은
29억 85백만 원임)을 집행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사업특별회계의
공사비 목적으로 10억 원, ○○○○○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농공단지 사업비
목적으로 67억 원, ○○○사업특별회계의 사업비 목적으로 7억 원, ○○회계의
도로사업비 목적으로 15억 원 등 모두 99억 원 정도를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사업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도 감사일 현재까지 10억 55백만 원(원금10억 원/이자
55백만 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이 취소되었으므로 토지 매입비 용도로 발행한
지방채(○○○○○개발기금) 50억 원중 아직 상환하지 않은 지방채 10억 55백만
원을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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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실, ○○○○과

[시 행 년 도]

2001~200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실, ○○○○과)에서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17
개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총 사업비 57,832백만 원)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 여건상 제한된 재원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완공 가능한 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하여 사업효과를 빨리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 시행함으로써 도로의
투자효율을 높이고 장기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2006년도 8,359백만 원의 사업비를 17개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분산투자(평균 1개 공사구간당 491백만 원)한 결과, 2001.11월에 착공하여 2008.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한 ○○~○○간 도로(군도 0호선) 확ㆍ포장 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 3,761백만 원으로 사업(계속비)을 시행하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303백만 원(총 사업비 대비 35%)을 투자하여 전체 공정이 39%에 머무르고 있
는데도 2006년도에는 사업비 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상태이고,
- 36 -

○○~○○○간 농어촌 도로(○○ 000호선) 확ㆍ포장 공사의 경우에는 총 5,296
백만 원으로 사업(계속비)을 시행하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930백만 원을
투자(총 사업비 대비 36%)하여 전체 공정이 32%로써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 한데도
2006년도의 사업비는 1개 공사구간 당 평균사업비 491백만 원의 21%에 불과한
102백만 원을 사업비로 확보하는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족으로 이미 투자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되고, 아울러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공사비 부담이
예상되는 등 완공위주의 집중투자가 아닌 분산투자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사업효과도 낮아지고 있는데도 이와는 별개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
간 도로(군도 8호선) 확ㆍ포장 공사 등 5개 구간(총 사업비 13,710 백만 원)을
신규로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간 도로(○○ 0호선) 확ㆍ포장 공사는 횡성군과 인접하고 있는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 0호선과 경계부 연결을 위한 사업이므로 2개 자
치단체가 공사시기를 맞추어 추진해야 도로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미흡으로 횡성
군에서는 2001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원주시에서는 ○○ 0호선에 대한 확ㆍ포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어 횡
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 도로구간에 대한 확ㆍ포장 공사가 완공되어도 제대로
연계되지 아니하여 이미 투자된 재원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은 물론, 사업성과와 효율성 부진 등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수립 없이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 37 -

[처분요구]
앞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재원을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완공 가능한 사업 위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사업효과와 예산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특히, ○○~○○간 도로(○○ 0호선) 확ㆍ포장 공사는 이미 투자된 재원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원주시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도로의 기능과 투자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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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과

[시 행 년 도]

200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신분상 조치]

2명

[제

산불진화장비 구매 계약방법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6.1.1. 법률 제7672호.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 공
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유사물품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에 의하되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
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
으며,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총액기준으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횡성군(○○○○과)에서는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및 무선 기지국을 구매함에
있어 당해 연도 예산상 단일사업으로 책정되어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사업은
이를 분할함이 없이 일괄 발주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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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짜인 2005.3.15. 물품구입품의를 하면서 휴대용 무전기(31대, 기초금액
24,800천원)와 무선 기지국(8대, 기초금액 23,000천원)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
으로 품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각각 분할, 수의계약 대상금액 이
하로 시행결의를 하여 계약부서에 의뢰함으로써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집
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횡성군(○○과)에서는 같은 날짜에 위 물품에 대한 구매 의뢰를 받아 같은
날짜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통합하여 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
하여야 함에도 발주부서인 ○○○○과에서 요청한 대로 휴대용 무전기와 무선기
지국을 각각 나누어 동일업체인 ○○○과 계약금액 24,304천원 (기초금액 대비
98%)과 22,400천원(기초금액 대비 97%)으로 부당하게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유사물품을 구입하거나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분할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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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단

[시 행 년 도]

2005~200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신분상 조치]

2명

[제

○○○○○○○ 관내출장 여비 부당 집행

목]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부패방지법」 제7조와 「횡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
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여비규정」 제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서는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여비를 지급하고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 원(개정전 1만 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 원
(개정전 5천원)을 각각 지급하되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
하여 자치단체별로 대상부서와 지급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횡성군 여비조례」 제4조에서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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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고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는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
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
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지원단)에서는 한강수계지역 지원금으로 ○○○○○○○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중 관내출장 여비지출에
있어서 다음 내용과 같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가. 관내출장 명령 및 여비집행 부적정

'05.1~'06.9.15까지 ○○○○○○○ 직원(6명)에 대한 관내출장 현황 및 여비
지출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실 근무일 대비 출장일수 비중을 보면, 소속 직원의
전체 근무일수 평균(308일)중 81.5%에 해당하는 251일을 1일 4시간이상 관내출
장을 명령하여 총 19,745천원('05: 10,605, '06: 9,140)의 여비를 지출하였는바,
업무의 성격과 기관 근무행태로 보아 전체적으로 직원 출장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지방○○주사 ○○○(337일), 지방○○8급 ○○○(336일)·○○○ (335
일)의 경우는 담당업무의 성격으로 볼때 내부근무 등으로 출장이 제한되는 상황
임에도 출장일수와 여비지출액이 동일한 점, 그리고 나머지 직원의 경우도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해 볼때 출장 일수가 과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출장명령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관내출장은 회계담당 직원이 오전에 일
괄로 내고 출장명령부에 기재된 출장공무원 기재 순서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점,
그리고 출장명령 중에 개인별로 근무상황부에 연가, 공가, 조퇴 등의 명령이 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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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 중에는 별도로 출장을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함에도 출장명령이 나
있었으며, ○○9급 ○○○의 경우는 '05.12.12(월) 부터 출산휴가가 시작되어
사실상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임에도 휴가 전까지 출장조치(예시:
'05.12.1~12.9 금요일까지 출장)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상시출장 대상 부서가 아니고 출장목적
업무가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특정한 사안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원 전
체에 대하여 상시 관내출장 명령을 내고 부적정하게 여비를 인출한 것으로 나타
났다.

나. 여비 부당집행 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 직원의 부적정한 관내출장 건에 대하여 업무총괄 담당(지방
○○주사 ○○○),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지방○○8급 ○○○)이 작성 제출한
임의진술서와 여비사용 내역서에 의하면,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명령은 회계담당공무원이 아침에 일괄로 내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출장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볼때 주 3회 정도로서 연 평균 60%는
실제 출장이고, 나머지 40%는 관행적으로 여비인출 등을 위해 출장을 내고 있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05.1~'06.9.15까지 인출된 소속직원(6명)의 관내출장 여비 19,745천원('05년:
10,605, '06년: 9,140)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05년도는 총 인출액 10,605천
원은 실제 출장과 허위로 낸 출장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전액 지급하였고,

'06년도의 경우는 인출한 출장여비 9,140천원은 공통경비로 관리하면서 이중
직원 중식비(4,510천원)와 회식비(430천원)로 4,940천원(54%)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4,200천원은 출장여비가 지급되지 않는 운전원(2명)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월 9~10만원 정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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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05년도에 인출한 출장여비 10,605천원중 40%에
해당되는 4,242천원은 허위출장 명령으로 지출하였고, '06년도 인출여비 9,140천
원중 실제 직원 개인에게 지급한 4,200천원을 제외한 4,940천원은 부당한 출장
여비로 나타나는 등 총 추정액 9,182천원의 여비를 부당하게 인출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요구]
앞으로 출장명령과 국내여비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대로 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교육을 강화하시고,

금번 지적 사항과 같은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전파
하고, 자체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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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센터

[시 행 년 도]

2004~200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신분상 조치]

1명

[제

농산물 위탁판매 절차 및 수입금 관리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
령령 18736호)」 제11조 내지 제12조의2와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민간수탁 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위탁에 따른 사무처리의 지연,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의
문제점을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61조(개정 전의 법 제43조)에서는 지방세 기타의 수입은 법
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횡성군 재무회계규칙」 제32조 및 제146조, 제149조에서는 세입을 징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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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은 세입ㆍ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 ○○○○센터(○○○○과)에서는 '04~'06년 감사일 현재 까지 자체 연
구 목적으로 재배한 파프리카, 벼 종자, 복분자 등 시험포장 생산물과 ○○○○
관리소에서 구입한 벼 우량종자(볍씨)를 보급·판매함에 있어 직접 판매보다는
위탁판매가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횡성군 ○○농협에 위탁하여 주민 및 농
가에 판매(판매금액의 2% 위탁수수료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상기 관련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민간위탁사무에 해당되므로 수탁기관인
횡성군 ○○농협과 위탁판매기간, 위탁수수료, 위탁생산물 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운영함이 바람직 함에도, 이러한 법적인 계약 절차
이행없이 임의로 농산물 판매업무를 위탁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을 통하여 판매된 금액이 수탁기관인 횡성군 ○○농협으로부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계좌(농협 305042-51-051675)로 입금되고 있으므로, 관련규
정에 따라 판매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그 내역을 징수 결의 후 징수부 또는 세입
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기재하여 세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04~'06년 감사일 현재까지 위탁판매 기관에서 시험포장 생산물(15회 43,338,370
원)및 벼 우량종자(282회 86,584,500원) 판매대금이 총 297회에 걸쳐 세입세출
외현금 관리계좌에 129,922,870원이 입금되었으나,

징수결의 절차 미 이행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에 그 내역을 기재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만 관리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예시: '05.2~5.25
까지 벼 종자 판매대금 31,331천원을 '05.5.31 세입조치)에 횡성군 금고에 세입
조치 하는 등 농산물 위탁판매 및 수입금 징수·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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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
앞으로 사무를 민간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위ㆍ
수탁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또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입금되는 위탁판매 수입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ㆍ관리를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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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시 행 년 도]

2003~200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34,671천원

[신분상 조치]

4명

[제

지방세 부과ㆍ징수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① ○○○○○협동조합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부적정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과)에서는 ○○읍 ○○리 000-0번지에 사업장을 둔 ○○○○○협
동조합이 2002.4.12. 횡성군 ○○면 ○○리 000-0번지외 3필지의 대지를 168,991,210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ㆍ등록세 8,449,550원을 감면받
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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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횡성군 ○○면 ○○리 000-0번지외 3필지의 대지에
2002.12.27.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음식점인 ○○프라자를 운영하기로 하고,
2003.1.15. 신축건물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신축건물 면적의 54%는
○○○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고, 신축건물
면적의 46%인 일반음식점운영의 부분에 대하여는 취ㆍ등록세 를 납부하였으므로,

2002.4.12. 감면받은 신축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도 고유업무 미사용 부분인 46%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직권 부과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취ㆍ등록세(가산세
포함) 6,278,34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지회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부적정

「지방세법」 제2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적
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횡성군(○○과)에서는 ○○읍 ○○리 000-00번지에 사업장을 둔 횡성군 ○○
○○가 2003.4.10. ○○읍 ○○리 000-0번지에 새마을회관을 신축하고 882,983,649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ㆍ등록세를 신고하면서,

신축건물의 64.54%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대를 하였다고 하여 취ㆍ등록세를
납부하고, 나머지의 면적 35.46%는 ○○○○ 고유업무의 사용면적이라고 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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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면적을 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면적은 35.46%가 아닌 31.94% 이므로
3.52%의 임대면적에 대하여는 취ㆍ등록세 1,598,680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감면된 지방세 추징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③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지방세추징 소홀

구 「강원도세감면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ㆍ
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과)에서는 원주시 ○○동 000-0번지에 거주하는 ○○○이 횡성군
○○면 ○○리 00-00, 00-00번지 및 공장 5,562.89㎡를 2001.9.20. 전소유자인
○○○(주)로부터 680,756,670원에 취득하여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로
인정되어 2001.9.24. 취ㆍ등록세 34,037,810원을 감면 받았으나,

○○○은 2004.6.16. 동 토지와 건물을 동해산업에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소홀로 감사일 현
재까지 총48,836,000원의 취ㆍ등록세(농특세ㆍ교육세 포함) 등을 부과 누락하는
등 지방세 추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④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추징 소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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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
도록 되어 있다.

횡성군(○○과)에서는 횡성군 ○○면 ○○리 00번지에 사업장을 둔 ○○○○○
(주)이 횡성군 ○○면 ○○리 00번지 4,280㎡ 및 공장건물 1,472㎡를 2002.6.18.
○○지방법원 ○○○○ 0000타경 00000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352,800,000 원에
취득한 후, 2002.6.18.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창업중소 기업으로 인정
되어 취ㆍ등록세 17,640,000원을 감면 받았으나,

○○○○산업(주)은 동 공장부지 및 건물을 2003.8.4. ○○○○주식회사에
재매각함으로서 사실상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총 24,272,640원에 해당하는 취ㆍ등록세(농특세ㆍ
교육세 포함)와 가산세 등을 부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도 ○○시 ○○동 0000-0번지에 거주하는 ○○○은 횡성군 ○○읍 ○○리
000번지 2,314㎡ 및 공장건물 3,056㎡를 2002.10.1. ○○지방법원 ○○○○의
부동산임의경매(0000타경 0000)를 통하여 255,800,000원에 취득한 후, 2004.10.2.
○○○○○○○○○○○○이라는 사업장을 개설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 취ㆍ등록세 12,780,000원을 감면 받았으나,

2002.10.1.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일부인 ○○읍 ○○리 000번지 공장용지
2,314㎡를 ○○○에게 매각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총 3,397,780원의 취ㆍ등록세(농특세ㆍ교
육세 포함)와 가산세 등을 부과 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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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면 ○○리 00-0번지에 사업장을 둔 (주)○○○○○는 횡성군 ○○
면 ○○리 00-0, 00-0번지 4,316㎡ 및 공장건물 1,229㎡를 2003.4.18. 취득한
후, 2003.4.18. 창업중소기업이라고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ㆍ등록세
38,000,000원을 감면받았으나, 사업용 재산으로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4.4.19. ○○○○에 매각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총 52,288,000원의 취ㆍ등록세(농특세ㆍ교
육세 포함)와 가산세 등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는 등 ○○○○○○(주) 등 3
개의 창업중소기업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지방세 총 79,958,420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고유목적 미사용 재산 등 과세 누락된 소득세 등 4건, 134,671,440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징토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지방세 부과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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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시 행 년 도]

2004~2006년

[행정상 조치]

주의

[신분상 조치]

2명

[제

공유재산 매각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83조[2005.8.4 법률 766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20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
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에 수의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2006. 6. 26.조례 제1899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제5항제5호에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고용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
자유치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영 제9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10년 이내에 목적
외 사용 또는 매각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신
설 2002.8.10.>에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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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과)에서는 2002.7.22.부터 2007.12.31.까지(5년간) 횡성군 ○○
면 ○○리 000-0번지(최초 대부번지 : 산00-0번지) 7,450㎡를 목탄 체험장 조성
및 목탄제조를 사용목적으로 하여 ○○○○○○조합법인(대표 ○○○)이 대부ㆍ
사용하여 오던 이 건 토지를 수대부자의 매각 요청에 의하여 매각을 추진하면서,
이 건 토지가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향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2006.6.26.조례 제1899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제38조의2제5항제5
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는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고용창출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에서 명시한
매각대상 재산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고용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유치 사
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가 사회통념상 대규모 민자유
치 사업에 사용할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언급되어 있으므로
수의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군정 조정위원회 및 의회에 상정하고
이 건 토지를 ○○○○영농조합법인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토록 함으
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ㆍ매각한 사실이 있음.

특히, 횡성군(○○과)에서는 위 수의매각 근거가 된 조항(횡성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8조의2 제5항제5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과)에 동 조항의 상
위법령 부합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2004.11.23.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경
제활성화와 주민고용 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에 사용할 재산은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이므로 지방재정법령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는 회
신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2005.8.4. 감사원으로부터 2004년도에 ○○○이 실시한 ○○○○○
감사건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위임입법 취지에 위배되게 수의계
약매각 사유가 규정되었다는 이유로 동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받은 후 2006.6.26.
위 조례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관련조례를 전문개정하면서 동 조항을 삭제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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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횡성군(○○과)에서는 위 군유재산의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2004.11.23.
행정자치부 법령해석(질의응답) 및 2005.8.4.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에 의하여 동
조항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므로 문제가 된 동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
정한 후, 수의계약을 검토하거나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매각절차를
이행함이 바람직함에도 행정자치부의 법령 해석을 무시하고 위 사항을 인지한 채,
부당하게 수의매각과 관련된 사전 절차(용도폐지, 군정조정위원회심의, 공유재
산관리계획반영, 감정평가 등)를 계속 진행하였고, 나아가 ○○○ 처분요구사항이
있은 후에도 동 조항을 임의로 적용하여 2005.9.7. 부당하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앞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55 -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시 행 년 도]

2004~200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제

○○○○○○○○○ 협약사항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
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
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관리·운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단)에서는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설설치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횡성군폐기물처
리시설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2001.6.5.제정 조례 제1757호)를 제정하였
으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광역자원수집센터)을 횡성읍 ○○리 000번지에 설치(총사
업비 21,111백만 원)함에 있어, 이로 인한 피해 예상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지
원사업으로「장례예식장 건립」을 추진(총사업비 2,052백만 원)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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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2004.10.20. 횡성군수("갑")와 ○○○리 주민대표 ○○○("을")이
체결한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협약서 제3조제5항의 내용에 의하면 "장례식
장에 관한 소유권과 운영권은 완공 후 '을'에게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협약내용 대로라면, 장례예식장이 준공된 후 이 건 장례예식장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서 주민지원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되며, 동 규정과 입법 취지로 보아
사업 준공 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는 횡성군 명의로 하는 것이 적합함
에도 소유권을 ○○○("을")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맞게 업무처리를 함
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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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소, ○○○○과

[시 행 년 도]

200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신분상 조치]

1명

[제

○○면 ○○○○○처리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등의 경우
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당해 재산을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으며,

「소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ㆍ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등의 경우에는 관리청의 소하천 점용허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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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소)에서는 ○○○○처리시설(지하 1, 지상 1층, 연면적
330.02㎡)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05.1.21. 소하천 점ㆍ사용허가 부서인 ○○○
○과에 허가(협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동사업의 용지는 행정재산인 건설교
통부 소관 하천용지이므로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고, 소하천구역외 지역에서는 소하천 점ㆍ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관련법령 미숙 등으로 허가(협의)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

횡성군(○○○○과)에서는 '05.1.21. ○○○○사업소에서 제출한 횡성군 ○○면
○○리 000-00번지외 3필지의 ○○○○처리시설(지하 1, 지상 1층, 연면적 330.02㎡,
점용기간 '05.2.19~영구) 사업과 관련하여 소하천 점ㆍ사용 허가(협의) 신청서에
대하여 '05.2.19. 허가(협의) 수리 하는 등

아래와 같이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① 소하천 용지에 건축물 등 신축공사 불법시행

이건 관련 하천용지에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또한, 행정재산인 건설교통부 소관 하천용지에는 영구시설
물을 건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면 ○○○○처리시설」은 먼저, 공사하기 전에 하천용지를 용도폐지하고,
관리전환(횡성군으로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건축하여야 하는데도 ○○○○○○
소에서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하천에 불법으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하1,
지상1층,연면적 330.02㎡)를 건축 중에 있는데 이를 방치한 사실이 있다.

② 소하천 점·사용허가(협의) 처리 부당

1996.10.8. 소하천정비구역지정ㆍ고시, '04.8.17. 종합계획수립된 횡성군 ○○면
○○리 000-00번지외 3필지의 ○○○○처리시설(지하 1, 지상 1층, 연면적 330.02㎡)은
소하천구역외 지역이므로 소하천 점ㆍ사용허가(협의) 대상이 아닌데도 부당하게
허가(협의) 처리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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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
이 건 ○○면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지역은 소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외의 지역이므로 하천용지를 용도폐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리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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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실

[시 행 년 도]

200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84,160천원

[신분상 조치]

1명

[제

공장설립 승인조건 미이행 및 이행보증금 중복 고지

목]

[위법부당내용]
「산지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았거나 산지
전용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 예치)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협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산림청훈령 제861호(2006.8.3)」에 의하면 보호담당자는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할 때에는 불법산지전용, 사업지 등의 경계표지 이상유무 및 허가(협의)신
고사항 이행실태 등에 대하여 순찰시 확인하고, 불법사항을 발견시에는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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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개발행위 이행
보증금 업무처리지침(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1783, 2005.12.13)」에 의하면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용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로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용이 총공사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횡성군(○○○○과)에서는 횡성군 ○○면 ○○리 산 000-0번지에 (주) ○○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제출한 공장설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2006.7.5. 공장
설립(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함에 따라 2006.8.5.(31일간)까지 복구비를
납부하라고 예치통지서를 고지하였으며,

(주)○○(대표○○○)에서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처리하려고 하나 보험회사에서
보증인 3인을 요구하고 있어 보증인 선정 지난 등의 사정으로 2차례 걸쳐 연기
신청(2006.8.5, 8.18)한데 대하여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고,

그 결과, 2006.8.5.부터 종합감사일 현재(2006.9.20)까지 복구비를 납부하지
않고 46일이 지났는데도 산지전용허가(협의)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산지전용면적 2,723㎡(허가구역내 2,646㎡, 허가구역외 77㎡)를 복구비
예치하기 전에 불법 산지전용 하였는데도 현장지도·단속 등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횡성군(○○○○실)에서는 2006.7.5. 이 건 관련 공장설립(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 승인 시 산지복구비의 총액(284,160천 원)이 개발행위 총공사비의 20%(61,010천
원)를 초과하므로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됨에도, 총공사비 중
산지의 토목공사비를 제외하고 농지의 개발행위만 적용하여 이행보증금 3,132천
원을 부적정하게 산출한 사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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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3,132천 원을 납부하여야만 개발
행위 효력이 발생(미납시 협의 취소)된다고 협의조건을 부당하게 부관으로 정함
으로써 건축대민서비스 행정에 공신력을 실추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산지복구비(284,160천 원)는 빠른 시일 내에 예치하시기 바라며, 불법 산지
전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3,132천 원은 면제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
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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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시 행 년 도]

2003~200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96,579천원

[신분상 조치]

2명

[제

○○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목]

[위법부당내용]
횡성군(○○○○과)에서는 ○○ 농공단지조성공사의 실시계획수립용역을 2003.
12.6. ○○○○공사 ○○○본부 ○○○과 350,604천원 용역계약하고 2003.12.9.
착수, 2005.12.26. 용역 준공하였고, 2005.5.4.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외 1개사와 6,403,900천원에 공사계약하여 2006. 5.8. 착공, 2007.5.8.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2006.5.2. ○○○○공사 ○○·○○지사 ○○○과 감리용역계약을 161,000천
원에 체결하고 2006.5.8. 착수,

2007.6.7. 준공예정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본 공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공사계약일반조건」,「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예산낭비의 요
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하게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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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시설계 용역검수 소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하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
자가 조사 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제5조에 의하면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
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수량, 이행기간,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작성 시 부당하게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건설기
술관리법」제20조의2 및 제20조의4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는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여 수량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공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횡성군(○○○○과)에서는 도로공의 되메우기품에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26,871㎥
96,579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대상사업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 원가계산
작성이 부당하게 과잉 계산되지 않았는지,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고 수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공사비의 낭비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용역을 검수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검수한 사실이 있다.

② 실시설계작성 및 감리수행업무 소홀

「건설기술관리법」제20조의2에 의하면 설계 등 용역업자와 그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제20조의2 및 제20조의4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는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고 수량을 정확히 산출함으로써 공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또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제5조에 따라 원가계
산작성 시 부당하게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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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34조, 「책임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제8조에서는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
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
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의
견을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본부) 에서는 ○○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을 횡성군과 계약
체결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절한 공법을 적용하고 수량을 정확히 산출
하고 공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도로공의 되메우기품에 분명하지
아니한 96,579천원(26,871㎥) 을 계상하여 예산이 낭비되도록 설계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고,

○○○○공사(○○·○○지사)에서는 ○○농공단지조성공사 감리업무를 수행
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한 사항 등을 감리수행지침서에 의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나
2006.5.8.부터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일 현재까지 발주청에 검토 보고하지
않고 있어 96,579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예산이 낭비되게 추진하고 있고,

다만 관급자재(레미콘,보강토옹벽, 파형강관 등) 부분에 대하여만 2006.6.27.
검토 보고한 사실이 있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
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③ 공사자재 조달구매 미이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조달청장이 정한 구매위임 범위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소량·소액 구매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통보한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70,000천원
미만인 경우 이외는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철근 265.1톤
117,217천원을 사급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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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장단면결정 부적정

포장단면 두께 설계방법을 TA설계법으로 계상함에 있어 적절한 포장 두께산출을
위해서는 설계 CBR의 계수 및 교통량 산정 등을 고려하여 동결깊이 및 동상방지
층을 결정하고 현장여건과 부합되게 포장두께 산정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의 제거와 공사 준공후에 포장의 균열 등 하자 발생이 없도록 설계 등 용역
및 감리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함에도,

○○○○공사(○○○본부)에서는 ○○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을 횡성군과 계약
(‘03.12.6) 체결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포장단면을 결정함에 있어 교통량
구분(A교통→B교통), 설계 CBR계수(6→4), 수정동결지수의 표고차(역계상) 등을
현실과 맞지 않게 산출하여 포장두께60㎝(표층5, 기층10㎝, 보조기층45㎝)로 잘못
결정함으로써 추가 소요예산 확보 및 포장단면의 기준이하 시공으로 동결에 의한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실시설계도서를 납품한 사실이 있고,

○○○○공사(○○·○○지사)에서는 ○○농공단지 조성공사 감리업무를 수행
하면서 위 사항과 관련하여 설계도면 및 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한 사항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포장단면 두께에 대하여 제규정에 맞게 산정하여 보면 100㎝(표층5,
기층10㎝, 보조기층25㎝, 선택층 60㎝)가 적정한 것으로 산출(책임감리원 산출)
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24,354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추가소요
사업비가 예상되는 등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업무 수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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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
이건 관련하여 분명하지 않은 되메우기품의 96,579천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여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착오, 불명확한 의문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
공사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포장단면 두께 계상은 관련계수(교통량, CBR 계수 등)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
하여 시공 후에 동결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면계산을 다시 산정하기
바라며,

이후에 공사자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량 소액 구매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통보한 구매 예정금액(70,000천원) 이외는 관급으로 계
상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작성과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과다계상(되메우기품 96,579천원)과
포장 단면을 제규정에 맞지 않게 계획하여 추가로 124,354천원 상당의 예산을
소요되게 한 ○○○○공사의 실시설계자와 책임감리원에 대하여 관련규정(○○
○○공사 인사규정 등)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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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시 행 년 도]

200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853천원

[신분상 조치]

2명

[제

육상골재채취 허가업무 및 사업장 관리ㆍ감독업무 소홀

목]

[위법부당내용]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
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
서는 골재의 부존량,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전망, 원상복구기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 의하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
역ㆍ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1
조에 의하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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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 및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골
재채취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에 의하면 하
천부속물중 제방비탈면의 보호 및 유수조절시설(호안 수제공)의 보호구역은 중
하천(계획홍수량 1천㎥/sec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물로부터 20미터까지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제12조(등록 및 허가사항 지도ㆍ감독)에 따르면 시
장ㆍ군수는 골재채취허가 및 변경승인내용의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
회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하게 할 수 있고,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
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성군(○○○○과)에서는‘06.6.23. 횡성군 ○○리 (합)○○○○ (대표 ○○○)의
골재채취허가신청 등 4건에 대한 허가와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대표 ○○○)의 허가 건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구역외 지역 3,190㎡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였고 특히, 허가받지 않은 구역 3,190㎡는 하천부속물중
제방비탈면의 보호구역으로 시설물로부터 20m이내이므로 골재채취를 할 수 없는
구역인데 피허가자가 불법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골재채취 중지, 허가취소 등)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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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대표 ○○○)외 3건의 허가 건에 있어서는 골재채취허가시 골재
채취기간은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에 소요되는 기간, 원상복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골재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당해 허가시에는 골재채취기간과
별도로 원상복구기간(2-3개월)을 정하여 허가한 사실이 있고,

또한, 골재채취 구역의 복구를 위한 복구비를 예치시에는 1년단위로 산정하되
당해 연도의 공사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한 제경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복구설
계서의 적정성을 검토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일부 제경비(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기타경비 등)를 적게 적용 및 산정하여 당해 허가된 4건의 적정 복
구비 (938,723천 원)보다 2,853천 원이 부족한 935,870천 원으로 예치하게 하는 등
육상골재 채취허가업무 및 사업장 지도감독과 불법 채취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비허가 구역과 허가제한 구역인 ○○리 000번지에서 3,190㎡를 불법으로 채취한
골재채취업체(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법기관에 즉시 고발 등
의법조치하고, 부족 예치한 복구비 2,853천 원은 빠른 시일 내에 예치하도록 필
요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향후, 골재채취허가 사업장에 대하여는 골재채취법령에 의하여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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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횡성군 ○○○○과

[시 행 년 도]

2002~2006년

[행정상 조치]

시정

[신분상 조치]

2명

[제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소홀

목]

[위법부당내용]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청장은 허가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3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
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
조에 따라 지급보증서 등으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산지전용 등의
기간에 산지전용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월 이상, 8월 미만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석재 또는 토사의 굴취ㆍ채취가 완료되
거나 그 산지 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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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
료된 이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에 산지복구기간이 포
함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은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업무편람」(산림청, 2003.12)에 의하면 복구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또는 대행복구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의도적인 복구의무 기피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처와 대집행 복구추진시 보증보험증권 으로 예치한 복구비를 청구
함에 있어 보험사고시점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증권기간 도과로 인한
복구비용을 소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횡성군(○○○○과)에서는‘02.12.27 원주시 ○○동 0000-0 ○○아파트 000-000호
거주 ○○○가 제출한 산림형질변경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면 ○○리 임00-00
번지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02.12.30. 산림형질변경허가시 허가조건 7호에서 형질변경 복구명령을 행한 후
허가권자가 정하는 기간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용으로
허가권자가 대집행 복구한다는 조건을 부한 사실이 있고,

'04.1.31. ○○도 ○○시 ○○구 ○○동 000번지 ○○○○ 000호 거주 ○○○이
제출한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명의변경 : ○○○→○○○)에 대하여 ’04.2.3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하였고, 수허가자 ○○○은 '05.1.20 산림형질변경지에 대한
복구비 55,270천 원을 인허가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 : ’02.12.30～‘05.6.30)
으로 예치한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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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29 ○○○이 제출한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 신청(당초:’02.12.30 ∼
‘04.12.29 → ‘04.12.30∼‘05.12.29)에 대하여 ‘04.12.27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시 허가조건 제4호에서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기
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제7호에서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한다는 사항, 그리고
제9호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
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을 부한 사실이 있
으나,

허가지역 사후관리부서(○○○○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복구설계서의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제출에 대한 사
항을 허가자에게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06.1.9. 산지전용허가 기간종료 알림 공문을 허가부서(○○○○실)에서
받았음에도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복구명령이나 대집행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06.6.21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가 있자 산
지관리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에 복구준공검사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
우에는 복구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산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하였
으나, ’06.7.20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취하 통보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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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6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을 받은 후 감사일
현재 검토중에 있으나 산지전용허가지의 복구를 위한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5호
규정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을 위해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의 절성토 등 비탈면
복구와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한 보증보험기간(‘02.12.30-‘06.8.29)이 만료된
상태인바,

따라서 허가기간 종료일부터 감사일 현재(‘06.9.22)까지 약 9개월간을 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전용허가지 복구를 위한 과태료 부과, 복구명령, 대집행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허가지역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산지전용허가지의 원상복구없이 방치한 피허가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
령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복구명령, 대집행 복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함께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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