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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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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없이 직무대리(직위승진) 전보

【위법․부당내용】
1. 현
소

황
직위승진일

심

(직무대리)

승진일

○○○

2005.4.1.

2005.7.28.

2005.11.28.

○○○

2005.5.7.

2005.7.28.

2005.11.28.

직 급

성 명

○○○○

지방행정주사

○○○○

지방농촌지도사

2. 내

속

사

직급승진일

용

❍「지방공무원법」제8조 및 제26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2, 제38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하고,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승진
임용,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은 인사위원
회의 사전 의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
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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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과)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승진임용 등을 함에 있어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소장에 ○○과 행정6급
(○○담당) ○○○을 직무대리로 직위승진 전보 발령하는 것은 실질적인 승진
효과(승진요원)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제8조 및 「지방
공무원 임용령」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등에 따른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2005.3.29.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등에 따른 사전 심의․의결 절차가 아닌 6급 전보임용 대상자(○○
사업소장 직무대리)로 분류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였고, 2005.3.31. 인사위
원회에서도 임용권자인 철원군수가 요구한 전보임용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자
다음 날인 2005.4.1. 위 ○○○을 ○○○○소장 직무대리(직위승진)로 부적
정하게 임용하였으며,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하여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 ○○○○과장에 ○○
○○과 지방농촌지도사(○○○○담당) ○○○를 직무대리로 직위승진 발령하
는 것 또한 실질적인 승진효과(승진요원)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인사위원
회에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등에 따른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005.5.7. 위 ○○○를
농업기술센터 ○○○○과장 직무대리(직위승진)로 부적정하게 임용하였다.
- 한편, ○○○과 ○○○를 직무대리로 임용한 약 3~4개월 이후인 2005.7.27.
인사위원회에 심사승진 사전의결을 요구하여 다음 날인 2005.7.28. 심사승진
대상자로 의결하는 등 인사위원회의 실질 심의기능을 훼손하고 인사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직무대리로 직위승진 전보 발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는 등 「지방공무원법」등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인사운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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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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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2년도～2006년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요양원 위탁운영자 선정 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철원군(○○○○과)에서는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10.10.
∼2004.12.27.까지 총 2,402백만원(국비 776, 도비 388, 군비 1,238)을 투자하여
신축한 철원군○○○○요양원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2004.11.8. 위탁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면서「사회복지사업법」및「노인복지법」,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운영자 선정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① ○○○○요양원 위탁운영자 선정 부적정
❍「노인복지법」제34조, 제35조 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제95조, 제127조, 제130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2조의2,「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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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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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할
수 있고,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계약(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현행「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2006.1.1.시행)
제7조,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11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고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낙찰자(위탁운영자)는 일찰 공고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철원군(○○○○과)에서는 2002.1.11. ○○○○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철원군 ○○읍 ○○리 ○○-○
번지 외 6필지(○○○○인근) 3,300㎡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였는바, 위 계획서에 의하면 시설사업 완료 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교회(목사

하는 것으로 하고 수탁예정자를

)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게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2.12.2.~2003.4.30.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3.10.10. 공사를
착공하여 2004.12.27.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4.5.31. 철원군
에서는 ○○교회로 하여금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04.10.26.까지 4차에 걸친 서류보완을 거치는 등 사전에 특정법인을 위탁
운영자로 미리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04.11.8. 수립된 철원군○○○○○○시설 위탁운영계획(안)에 의하면
제1안의 경우, 부실법인을 배제하면서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국의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하여 적격심사를 통하여 위탁운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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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는 방안과 제2안의 경우, 사업선정(부지매입)시 협의된 ○○교회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면서 제1안의 문제점으로 ①관내로 제
한을 두어 공개모집을 하였을 경우 참가법인이 적고 우수법인 탈락 가능
성 ②부적격 법인 선정으로 부실화우려, 제2안의 문제점으로 ①○○교회
위탁 시 전문성(경험부족) 결여로 관리운영 부실화 ②공공성과 봉사성을 경시한
수탁자의 자율운영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상실 우려 ③○○교회 배제
후 모집 공고 시 주민반발이 우려된다는 등의 불합리한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다.
그 후 2004.12.6. 철원군○○○○요양원 민간위탁관리계획(안)이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04.12.24. 민간위탁 동의(안)이 철원군의회에서
의결되어 2005.1.18. 위탁운영자 심사평가계획을 수립하여 2005.1.26.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와 2005.1.26. 면접평가를 통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 ○○○○회 사회복
지재단 (대표자 : ○○○)을 2005.2.1. 수탁자로 선정하여 통지하고 2005.2.4.
관련법령에 위배되게 위․수탁 협약(위탁기간 : 2005.3.1~2008.2.28., 3년간)을
체결함으로써 복지시설 운영능력이 탁월한 다수의 사회복지법인 등의 진출
자체를 막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② 민간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선정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를 구성하고, 선정
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기타 법률전문가 등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철원군(○○○○과)에서는 2005.1.22. 철원군○○○○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명을 하면서 사회복지분야와는 거리감이 있는 철원군 ○○○○과장,
○의원, ○○○지회장, ○○○부녀회장, ○○○○자사 ○○○○○○○회장 등
비전문가 7명을 위촉하여 심사기능을 수행토록 한 사실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에서는 동 위원회로 하여금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자격기준(심사기준 및 배점결정) 마련, 적격자 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
하도록 하고, 공통심사기준으로서 신청법인의 공신력(25점 ), 법인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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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30점), 법인의 시설운영실적(10점), 복지시설운영계획(20점), 법인대표
및 시설장(예정자)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15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원회에서

심사기준

및

배점을

결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4.11.8. 수립한 철원군○○○○요양원 위탁운영자 위탁운영계획안(내부결
재)을 통해 확정한 아래 표와 같은 ○○○○○심사위원회 채점표를 위원에
게 일방적으로 제공하여 2005.1.26. 종합평가결과 평균 64.5점(총점 평균
산출하여 60점 이상 최고 득점자)으로 위탁운영자를 결정하는 등 행정자치
부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관리 공통기준을 적용치 않은 사실이 있다.
※ 철원군 ○○○○선정심사위원회 채점표(배점)
o
o
o
o
o
o
o
o

노인복지시설 운영경력 (법인설립일자 기준, 10점)
법인의 재산 (10점)
법인의 수익사업(연간 수입액 기준, 10점)
법인의 현금출연능력 (20점)
군 재정 또는 군민을 위한 기여도 (5점)
사회복지시설 운영 (10점)
노인복지관련 표창 (5점)
수탁심사위원회의 심사 (30점)
(사업계획의 타당성, 면접평가, 시설운영, 전문지식)

【처 분 요 구】
❍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위촉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평가기준 등을 정할 때에도 수탁자선정위원회
에서 기준 및 배점을 결정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법
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일련번호 : 3】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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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도～2006년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철원 ○○○ 축제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① ○○○축제조직위원회 형식적 구성 운영 및 행사보조금 편법 지원
❍「지방재정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행정자치부)」에 의하면 개별법령에 기부 또는
보조의 근거가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그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당해 자치단체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307-04)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 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
하는 형태)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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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하며,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철원군(○○○○○○○)에서는 철원군만의 특성과 개성을 살린 차별화된 겨울
종합축제를 연구 개발하여 대외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4.1. 「철원군 겨울종합 축제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
하여 2005.6.1~2005.7.11(40일간)

대학교와 14,100천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철원○○○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면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철새 기행전 명목으로 200,000천 원과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새해맞이 겨울대축제 명목으로 730,000천 원 등 총 930,000천 원의
예산을 민간행사 보조위탁(307-04)과목에 계상하여 2005.11.17. 철원○○○축
제조직위원회(위원장 : ○○○)를 구성하여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런데, 2005.9월(일자불명)에 수립된 2005 철원○○○축제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동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축제조직위원회에는 최고의결
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총괄집행기구로 사무국장 밑에
전담기구로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 기구인 Task Force Team을
조직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여 ○○○○팀 등 8팀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철원군에서 공무원들이 대부분 행사를 주관하고 지원하는 형태이므로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함에도, 행사비를
집행하기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를 구성한 후 민간에게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
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② ○○○축제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훈령) 부당 제정
❍「지방자치법」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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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에서는 철원○○○축제조직위원회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10.17.「철원○○○축제조직위원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
하고자 입법예고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철원○○○○시민연합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규칙제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도, 2005.11월
(일자불명) 위 규칙(안)을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법제심사 부서인 ○○○○실로부터 법적근거 미비로 규칙 제정이
불가하다는 구두 통보를 받아 규칙으로 제정이 불가능하게 되자, 편법으로
2005.11.9「철원○○○축제조직위원회설립운영에관한규정」이라는 행정내부의
귀속 사항인 훈령을 제정하여 발령하고, 철원○○○축제조직위원회 정관을
제정하는 등 관련법령과 조례의 위임없이 부당하게 제정한 사실이 있다.

③ 민간행사보조금 위법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31조 및「철원군 보조금관리
조례」제6조 내지 제17조, 「보조금관리지침」의 규정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
관서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사업비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회계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現,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철원군 보조금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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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철원군(○○○○기획단)에서는 2005.12.5. 철원○○○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보조금 152,950천 원을 철원군○○○ 축제조직위원회에 교부하기로 결
정하여 2005.12.19. 보조하였고, 2006.1.4. 추가 행사보조금 730,000천 원을
교부 결정하고, 2006.1.6. 위 위원회에 보조하는 등 총 882,950천 원을 보조
한데 대하여 2006.2.27. 제출된 정산서에 의하면 총 보조금 882,950천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입장권 및 기념품 판매 등에 의한 15,326천 원의 수익금이
발생되어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수입에 따른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않고
있어 그 수익의 투명성이 결여되었으며,
또한, 위 행사를 민간전문회사에 행사대행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개
경쟁에 의한 제안서 등을 제출받아 적정한 평가를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여 적법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위원회에서 탐조행사․축제행사․전시행사․
상설행사․특별행사 등의 추진을 위한 행사대행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면서
관련법령을 위배하여 2005.12월(일자불명) 관련업체의 견적서만 제출받아
(주)○○(대표자 : ○○○)과 500,055천 원에 행사대행계약을 부당하게 체결
하였고,
2005.12.19.에도 철원○○○축제 홍보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일하게 관련업체의 견적서만 제출받아 (주)○○○○(대표자 :
○○○)와 145,000천원에 행사대행계약을 편법적으로 집행하였고, 14일간의
홍보관 연장 운영에 따른 추가계약을 36,816천원에 체결하는 등
총 681,871천원 (총 행사집행 보조금 882,950천원 대비 77.2%)의 행사대행
계약을 관련법령을 위배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음에도, 사전에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④ 1회성․이벤트성 축제 개최 및 부대시설 방치
❍「지방재정법」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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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축제위원회지원에관한조례」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철원군
에서 개최되는 문화 관광 축제를 통해 군민의 레저문화를 진흥하고 경제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축제 위원회를 운영 지원할 수 있으나, 단순한 1회성 행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철원군(○○○○○○○․○○○○과)에서는

○○○

축제를

위하여

2005.12.19. 철원군 ○○읍 ○○리(○○○관광지 내)에 군에서 직접 시행한 축
제상설행사장 조성비 27,174천 원과 ○○○축제 주차장 조성비 25,470천 원
과 행사대행업체에서 조성한 눈썰매장 및 스케이트장 조성비 52,800천 원
등의 예산을 들여 부대시설을 조성하였으나,

축제의 성과 미흡으로 중단되

어 결과적으로 1회성 이벤트행사로 마감됨으로써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부대시설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시고,
❍ 특히,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의
축제․행사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민간축제의 경우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 또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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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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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도 ~ 2006년도

【행정상

조치】 시 정(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농로 및 구거 원상복구 청원 관련 민원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처

민원인

민원요지

리

내 역
처리일자
접수일자
(처리기한)

회

신

내

국유재산 농경지를

○○○ 농로 및 구거
외 5인 원상복구청원

‘06.1.9
‘05.12.27 (‘06.1.3)
3회 반복

용

비 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경계복원 측량 및 원상복구 계획
검토 후, 처리할 계획 임
※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을 반복

다수인
관

련

민

원

하여 회신

2. 내

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ㆍ공정하게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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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철원군(○○○○과)에서는 2005.12.27. 철원군 ○○읍 ○○리 ○○-○
번지에 거주하는 ○○○ 외 5인이 신청한 ○○읍 ○리 농로 및 구거 원상
복구 청원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사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당초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부군수의 선람을 득하여 처리방침을 받아 민원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장의 선람을 받아 민원을 처리하였고, 민원회신
처리기한이 2006.1.3.까지 인데도, 6일이나 지연하여 2006.1.9. 민원인에게
회신하였으며,
민원회신 내용을 보면, 현지 확인결과 공부상 도로, 구거 부지는 현재 인근
토지 소유자가 농경지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 구거
부지를 원상복구 한다고 하여도 본 토지만으로는 농로기능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공부상 도로, 구거부지 경계복원 측량 및 원상복구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원상복구계획을 검토한 후, 예산이 확보되면 경계
복원 측량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1차 회신하였다.
이에 민원인 대표 ○○○로부터 철원군의 민원회신에 대한 반론 내용증명 민원
이 2006.1.23.자로 발송ㆍ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2006.2.1. 철원군에서는
도로복구에 대하여는 기 발송한 민원회신으로 갈음하며,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지장물 철거 등을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2차 회
신하였고, 같은 날 ○○○○과-960호로 00군 00읍 0리 000번지 선에 인접한
국유재산○○-○번지 외 8필지의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철원군 ○○읍
○○리 ○반 ○○○에게 2006.2.10.까지 의견서 및 사용수익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것임을 통지 하였으나,
제출기한까지 변상금 부과에 따른 의견서 및 사용수익허가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변상금 부과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145일이나 경과된 2006.7.3.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고지서 발급을
강원도 ○○○○○과에 의뢰하였고, 강원도 ○○○○○과 업무담당자로부터
국유재산 고지서 발급은 철원군 ○○○○과에서 전산프로그램인 나피스에
접속하여 변상금 부과금액을 입력하여야 고지서가 발급된다는 연락을 받았
음에도, 전산프로그램 접속 및 입력절차에 대한 직무연찬 미흡으로 감사일
현재까지 국유재산 변상금 1,410,810원(국고 846,490원, 지방비 564,3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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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또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인 ○○○이 2006.2.7. 국유재산무단점유에 따른
답변서와 함께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가부를 회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던 중 2006.3.31.
국유재산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서 작성에 대하여 회신이 없어 변
상금 납부 후, 사용수익허가를 득하고자 하며, 서면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철원군 ○○○○과장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되었는데도, ○○○○과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아울러, 철원군 ○○○○실-2682호('06.5.15)로 통보된 2006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 문서에 의하면 다수인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된 민원은 신속하게 대응ㆍ처리하고 민원을 해소토록 지시하
였음에도, 2006.5.23. ○○○○실에 통보된 문서의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변상
금 부과 및 지장물 철거지도, 무단 점유한 국유지 자진신고, 최소한의 통행
로를 확보토록 3회에 거쳐 국유지 무단점유자인 ○○○과 면담하였다고 다
수인 관련민원 관리현황을 제출, 3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2006.9.4.
농로확보 민원처리 계획보고서를 작성, 군수의 결심을 득하여 민원인 ○○○
에게 ○○○○과-7179호('06.9.8)로 이해 관계인과 협의 불가로 판단되어 금
년도 이후 예산이 확보되면 국유지(구거, 도로부지)경계측량을 실시, 도로부지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민원인 ○○○ 외 5인은 다수인 관련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철원군의회에 2006.9.28. 접수시켰고, 철원군의회에서는 본 청원서를
철원군 ○○○○실로 이송하였으며, ○○○○실에서는 청원서 이송에 따른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실-5653호(2006.10.12)로 ○○○○과에
통보하였고, 주관부서에서는 "유지내 도로개설을 협의한 결과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기존구거, 도로부지에 대한 경계측량 후 농로개설 검토(경계측량
비용

4,000천원)를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

이라고

하여

2006.10.18. 철원군의회의장에게 통보, 철원군의회에서는 2006.10.30. 청원서를
제출한 ○○○ 외 5인에게 철원군에서 통보한 내용을 회신한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이건 당초 접수된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농로확보 구거 경계복원
측량비가 3,636천 원으로 예산부서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경계측량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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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요경비를 2006년도 ○○○○과 일반수용비에서 우선 집행하고,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이를 편성하여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경계측량을 계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원사무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장기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지연하여 처리되는 원인과
결과를 초래하는 등 다수인 관련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1,410,810원을 부과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민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앞으로는 다수인 관련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민원을 지연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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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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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4년도 ~ 2005년도

【행정상

조치】 주

【재정상

조치】

【제

의

목】 공장제조시설 설치 및 증설승인 복합민원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처 리 내 역

민원인

민 원 요 지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한)

회 신 내 용

영농조합

공장 제조시설 설치 및 증설
승인 불가 통보(3회)
법
인 공장제조시설치 및
‘05.1.24.
※ 폐기물처리 (음식물쓰레기)
‘04.11.5
(‘04.11.20)
○○○ 증설 승인 신청
업으로 공장승인 불가
⇒ 조건부 승인통보(‘05.1.24)
(○○○)

2. 내

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13조,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16 -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철원군(○○○○과)에서는 2004.11.5. 영농조합법인 ○○○(대표 :
○○○)가 신청한 공장제조시설 설치 및 공장증설 신청에 대한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주관부서인 ○○○○과에서는 1차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관련법규 검토결과 종합의견에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으로 사료제조를 위한 공장으로 제출한 사업계획과 불부합
되어 승인이 불가하며 2차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와 민원조정위원회 상정은
불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심의결과 공장설립 민원에 대하여
증설불가 의견이 제시되어 ○○○○과-18681호('04.11.15)로 민원인에게 공
장 제조시설 설치 및 공장증설이 불가하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였는바,
민원회신 공문의 증설불가 사유를 살펴보면, 주원료는 음식물쓰레기(사업계
획서 및 현지확인 결과), 원료수급 및 판매계획에 대하여는 미검토(세부계획
미비), 업종은 폐기물처리업으로 단정하여 사료제조공장이므로 승인이 불가
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원회신에 대하여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2004.11.25. 또다시
신청하자 ○○○○과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2차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서 검토결과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
업종으로 판단되므로 사료제조공장으로 제조시설 설치승인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실무종합심의회의 관련부서 종합의견을 인용하여 2004.12.8.
민원인에게 또다시 공장증설 불가를 통보하면서 폐기물중간처리 업종으로서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만 조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조합법인 ○○○(대표 : ○○○)가 2004.11.25. 강원도 ○○과에
신청한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강원도에서는 「사료관리법」관련
규정에 의하여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을 2004.12.16. 필하였고, 강원도 ○○
과-11424호(2004.12.17)로 사료제조업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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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05.1.7. 영농조합법인 ○○○○서 공장제조시설 설치 및 증설불가 이의
신청 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민원사무처리 주관부서인 ○○○○과에서는
관련부서 협의결과 공장제조시설 설치및 증설불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서를
작성, 2005.1.13. 또다시 민원인에게 송부하였으며, 2005.1.17. 영농조합법인
○○○에서는 버섯부산물(팽이버섯)사료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장제조
시설 및 증설허가 신청공문을 접수한데 대하여 공장제조시설 설치 및 증설
신청 민원서류를 법정서식에 의하여 재작성하여 민원을 신청하도록 하여
2005.1.19.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또다시 3차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
ㆍ심의결과, 협의부서(○○과, ○○과)의 조건부 승인으로 종합의견을 제시
한데 대하여 ○○○○과에서는 당초 폐기물처리 업으로는 불가하고, 사료제
조업으로 공장제조시설 설치 및 증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
으로 주관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2005.1.24. 공장제조시설 설치 및 증설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승
인하였는바,
이 건 창업ㆍ공장 설립에 관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복합민원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리하였고,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이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민원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수 차례에
걸쳐 행정기관을 방문하도록 하여 불편을 초래케 하는 등 민원사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각종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라며,
❍ 철원군(○○○○과)에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사무 처리절차 등에 대하
여 자체 직무교육 실시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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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신분상조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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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4년도 ~ 2006년도

【행정상

조치】 시

【재정상

조치】

【제

정

목】 자동차 검사ᆞ등록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총괄)
(단위:천원)
실과별
합

합

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이 전

계

2,102,571

988,709

187,414

114,360

188,457

623,631

○○ 과

1,806,000

936,015

170,638

110,546

182,032

406,769

7개 실과

296,571

52,694

16,776

3814

6,425

216,862

❍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과 소관)
(단위:천원)
세목별
합 계

합

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이 전

1,347,245 233,476 296,688 153,220 98,831 171,802 83,248 308,980

검사지연 305,520

32,660

37,690

27,540

14,330 43,680 10,520 138,100

등록위반

3,410

2,250

2,370

3,400

90,000

41,990

6,680

29,900

건설기계
11,200
250
300
1,120
800
8,730
관리위반
손해배상
882,635 186,646 248,088 112,390 74,471 79,392 62,428 119,220
위
반
주 정 차
57,890 10,760 8,410 10,920 6,330
5,620 2,820 13,030
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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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검사지연, 자동차손해배상법 규정에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관리법」등에서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철원군(○○과)에서는 자동차 검사지연, 등록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보험가입의무 위반, 불법 주ㆍ정차 위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2,132,713천 원을 부과하여 785,468천 원을 징수
하였고, 1,347,245천원은 체납액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 308,980천 원, 2001년부터 2006년 감사일
현재까지 1,038,265천 원으로 총 세외수입 체납액이 1,347,245천원에 달
하는 등 체납액이 과다한 실정이다.
이 건 관련 철원군(○○과)에서는 2005.3.11.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를 위해 지침을 시달하고 2005.3.15. 실ㆍ과ㆍ소 세외수입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2회(2005.4.20., 2005.8.4.)에 걸쳐 재차 세외수
입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촉구ㆍ지시한 바 있으며, 2005.10.25.에는
2005년도 체납액 징수결과 보고와 징수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ㆍ

과ㆍ소별 주관과장 책임 하에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지시하였음에도, ○○과의 2005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액
364,466천 원 중 39,938천원(11%)만

징수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

적이 다른 부서에 비해 극히 저조할 뿐 아니라
2005.12.31. 기준으로 철원군 세외수입 총 체납액 현황을 보면 2,102,571천
원으로 이중 ○○과 소관 체납액이 1,806,000천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8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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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철원군 ○○과에서는 2006.3.9. 2006년도 세외수입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실ㆍ과ㆍ소별 책임징수 체계를 구축,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고, 2006.3.31.에는 2006.4.1~4.15일 이내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및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재차 촉구
및 지시한 바 있으며, 2006.6.27.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보고회의를 개최하
였고, 2006.11.1.부터 2006.11.30.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여 강력하게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도, 이에 대한 자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할 뿐 아니라 2004년부터 2006년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는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체납액 징수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관련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관련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검사ㆍ등록지연 위반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자체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징수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체납액 해소에 강력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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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7】 신분상조치 ○명

監査 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철원군

【시 행

년 도】

2005년도~2006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제

목】

○○○○과

주 의

철원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사업개요
- 위 치 : 철원군 00읍 00리 000번지 일원(군유지)
- 건축연면적 : 6,600㎡ ※ 부지면적 : 17,291㎡
- 소요사업비 : 200억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 2006.7.25. : 사업중단
- 추진방식 : BTL(임대형 민자사업)
※
- 주요시설 : 문예회관, 박물관,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 추진상황
- ´
05.4.12 : 철원문화예술회관 건립 5개년 계획수립
- ´
05.6.15 : 철원문화예술회관 BTL사업 신청(철원군→문광부, 사업비 100억원)
- ´
05.9. 8 : BTL사업 변경보고(사업비 200억원으로 변경)
- ´
05.9

: 정기국회 보고 및 승인(기획예산처․문광부, 한도액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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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3.13~´
06.4.21 : 기본구상 용역(용역비 10,360천원)
- ´
06.6~´
06.12 : 군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용역비 195백만원)
※ ´
06.7.20. 선금 58,590천원 지급 → ○○엔지니어링
- ´
06.7~´
06.10 : 적격․타당성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용역비 51,000천원)
- ´
06.7.25 : 사업 중단 결정 및 사업포기서 제출(철원군→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 ´
06.7.27 : 군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중지
- ´
06.8.4 : 적격․타당성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용역」계약해지
- ´
06.9.15 : ´
06년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산 400백만원 중 320백만원 삭감(2회추경)
- ´
06.9.15 : 군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재추진 결정
- ´
06.12 : ´07년도 예산(안)에 용역비 200백만원을 편성 심의요구 중

2. 내

용

❍「지방재정법」제2조 및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체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예산을 편성
함에 있어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재원확보 방안과 가용재원, 투자시기,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 철원군(○○○○과)에서는 지역 문화기반 확충 및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열린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국비보조를 전제로 기획예산처 및 문화
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장기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철원문화예술회관」건립
사업을 신청하여 이를 추진함에 있어
2005.9. 철원문화예술회관 BTL사업 결정에 따라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2006.4.21.「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고(군비 10,360천원),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군비 195,305천원)과 사업의 적격․타당성 및 시설기본

계획용역(군비 51,000천원) 등 2개 용역을 각각 2006.6.22.과 2006.7.19.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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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25. 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을 재검토 한 결과, 채무 등 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이유로 위 회관건립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기본구상 용역비 10,360천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재원확보방안, 군 재정여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진행 중이던
적격․타당성 및 시설기본계획용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8일만인 2006.7.26.
계약해지를 하였고,
군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의 경우에는 2006.7.20. 선금 58,590천 원을
지급하고도 불과 8일만인 2006.7.2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용역수행을 중지한
상태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용역비 예산의 경우에도 400,000천 원 중 320,000
천 원을 2006.9.1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면서 같은 날
군 관리계획 결정용역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지급한 선금 58,590천원이
낭비되며, 금번 기회가 아니면 문화 예술회관 건립은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위 용역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용역비 200,000천 원을 2007년도 당초
예산편성(안)에 다시 반영하는 등
일관성 없는 잦은 정책의 변경 및 혼선으로 인하여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재원 확보방안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답보 상태에서 표류되거나 예산이 낭비 또는 사장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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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8】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부서 ․ 기관명】 철원군 ○○○○과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개발∙이용 허가 및 신고대상 지하수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매년) : 미실시
❍ 개발 ․ 이용 허가 및 신고대상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
구분

계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대상

716

36

369

297

14

수질검사실시

322

22

42

256

2

수질검사미실시

394

14

327

41

12

비고

2. 내 용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대상
지하수는「같은 법」제20조,「같은 법 시행령」제29조 내지 제31조,「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환경부령 제215호 2006.7.4.)」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의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3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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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음용수는 3년마다 「먹는물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의
생활용수와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의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마다
일반오염물질과,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수법」제17조 제6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리․동별 및 용도별로 위치․이용자․용도․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직경 등 제원에 관한 사항, 수질에
관한 사항 등 지하수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 철원군(○○○○과)에서는 관내 허가 및 신고대상 지하수 716개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함에 있어「지하수법 부칙<2001.12.19. 대령17433>」제2항에
「지하수법 시행령 」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2002.11.17.까지 시장․군수에게 지하수
개발․이용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당시 신고처리 한 시설에 대하여 행정력
부족 및 법령미숙으로「지하수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지 않았으며,
개발 ․ 이용 허가 및 신고대상 지하수에 대하여 2006.7.24.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철원군(○○○○과)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주민들이 관리하는 농업용수와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생활용
수는 홍보부족 등으로 지하수 수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실정인바,
이는 현재 지하수 관리를 ○○○○과 ○○○○팀의 담당공무원 1명(기능
7급 ○○○)이 수행하고 있어 지하수 관련업무의 질적․양적 증가와 지하수
자원의 중요성, 지속가능 수자원으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강원도에서「지속 가능한 수질관리 혁신 대책 (2006.9.7.)」을 수립하여
지하수 관리 인력의 전문화, 관리업무의 단일화 등 전담조직 체계로 전환을
권고(○○○○과~12258호)하고, 철원군에서도 2006.11.22. 지하수 관리와

- 26 -

관련한 조직진단과 직무분석(○○○○과~24524호)을 실시한 바 있어 향후
지하수 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또는 인력보강 후 관련법령에 규정된 지하수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하나, 임시라도 업무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수질검사 대상 716개소(음용수 36, 생활용수 369, 농업용수 297, 공업용수
14개소) 중 음용수 14, 생활용수 327, 농업용수 41, 공업용수 12개소 등 총 394
개소(55%)에 대하여 지하수법에서 정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미래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중요성과 지하수 자원의 공공재 개념 도입,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자원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 분 요 구】
❍ 관내 지하수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하수법 관련규정에 따라 매년 지하수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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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9】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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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4년도~2006년도

【행정상

조치】 주의 (시정)

【재정상

조치】

【제

목】 묘지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문중묘지설치허가 현황
허가상황
수허가자

이행통지
허가일자

위치

의·배제사항 처리

지목

면적

목적

산지관리법

자연재해법

000

2006.3.16
00 00 000-0
2006.9.13

〃

1,000 문중묘지 2006.2.24 허가

미협의

000

2006.3.21
00 00 산000
2006.6.27

〃

1,000 문중묘지 2006.3.13 허가

미협의

❍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수립
- ‘05.3.21 : 철원군내 묘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추진계획 수립
- ‘05.5.30 : 철원군 묘지실태조사 용역 구매계약요청 (조달의뢰)
- ‘05.6.23 : 묘지실태 조사 용역계약체결(용역비 : 33,511천원)
- ‘05.6.30 : 착수계 제출 (준공예정일 :‘05.10.1)
- ‘05.9.21 ~ 2005.10.27 : 묘지실태조사 용역기간 연장(총 75일 연장승인)
- ‘05.12.15 : 철원군 묘지실태조사 용역 보고서 납품 (준공검사 :‘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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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① 사설묘지설치허가에 따른 협의처리 부적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설묘지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설치를 허가(80㎡미만)한 때에는「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단서규정에
80㎡(24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묘지설치를 착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
치와 관련 개발행위허가·인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철원군(○○○○과)에서는 00시 0구 00동 000-00번지에 거주하는 ○○○ 외
2인으로부터 같은 군 00읍 00리 산00번지 외 2필 임야 총 2,995㎡에문중(종
중)묘지 설치를 위한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신청한 복합민원 건에 대하여 문
중묘지설치 허가(이행통지)를 함에 있어
산지전용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인 「장사법」에 법적 협의근거 및 의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을 고지함으로써 묘지
설치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문중묘지설치 허가(이행통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므로 사전에 다른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협의한 후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묘지설치를 허가함이
타당하나,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난관련 부서에 의견조회나
협의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받지 아니하고 부
적정하게 문중묘지 설치허가를 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소관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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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조치 등 소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시․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무연
묘지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철원군(○○○○과)에서는 강원도의 중․장기 장묘시설 수급계획(2004.1.6)
및 2005 보건복지여성시책 시달 내용과「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철원군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묘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2005.3.21)하고 2005.5.30.
철원군 묘지실태조사 용역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2005.6.23. 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소재 (주)○○○○○○○○(대표 ○○○)와 용역비 33,511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6.30. 철원군 묘지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
여 2차례의 공기연장 등의 과정을 거쳐 2005.12.15. 철원군 묘지실태 조
사용역 보고서(성과품)가 납품되었으므로 본 성과품을 기초자료로 하여 철원
군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
수립을 군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지
식의 부족 등으로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위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여야 함에도, 묘지실태조사용
역 성과품이 납품된 이후 약 12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실무자의 잦은
교체 및 지역여건 등을 사유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에 따라
철원군 묘지실태조사용역 성과품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등 예산낭비 초래
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철저
를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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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사설묘지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반드시 이행하시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관할구역 안의 묘지 등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
수립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
용 및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장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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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0】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철원군 ○○○○과
【시 행

년 도】 2002~2006

【행정상

조치】 주

【재정상

조치】

【제

의

목】 철원 오대쌀 홍보비 및 CF제작비 보조금 지원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보조금 지원내역
보조사업자
합

보조사업명

지원일자

계

철원군

지원금액

계약자

1,822,650천원

철원군 오대쌀 홍보 광고사업

○○○○조합

’02년

379,130천원

‘03년

350.000천원

‘04년

394,273천원 (주)○

‘05년

295,384천원 ○○○

‘06년

277,087천원

철원군오대쌀 홍보 CF제작사업 ‘06.10.17 126,776천원

2. 내 용
❍「지방자치법」제48조,「지방재정법」제2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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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14조제1항 및 「철원군보조금지원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철원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제2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기관”이라
함은 시․군단위 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정부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고의 규격, 내용, 소요예산,
기타 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전에 문화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철원군(○○○○과)에서는 2002년 1월 철원쌀 홍보계획을 수립하면서「정
부광고시행에 관한 국무총리훈령」및「정부광고시행지침」에 의하여 광고를
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02.3.2. 철원농업
협동조합에 광고계획을 통보하고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여
위 조합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2002.3.29. 보조금 379,130천 원을 지원
하는 것으로 교부결정을 하였고, 2003년에는 350,000천 원, 2004년에
394,273천 원, 2005년에 295,384천 원, 2006년 10월 현재 277,087천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위 조합에서는 광고대행사인 (주)○○○○과 방송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홍보비를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위법․부당하게 철원
오대쌀 홍보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철원 오대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2006.7.13. 우수 CF제작이라는 명목
으로 철원군○○○○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기존 광고시행자인 (주)○○
○○에 위임하여 광고제작을 하기로 홍보 CF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2006.
7.14. 위 조합에 홍보 CF제작 계획을 통보하여 보조금을 교부신청하도록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6.9.1. 위 조합에서 (주)○○○○과 126,776천 원에
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2006.10.9. 보조금 교부를 신청함에 따라
2006.10.17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철원군에서 홍보 CF제작 계약을 직접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능함에 따라 모든 업무는 철원군(○○○○과)
에서 추진하면서 변칙적으로 위 조합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위법․부당하게 철원
오대쌀 홍보 CF 제작 계약 및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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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행정편의 등을 위하여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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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1】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철원군 ○○○○○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집행 부적정 및 신용카드 미사용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
년도별

예산과목

급식비지급내역
계

급식제공

급식보상

68,528천원

35,795천원

32,726천원

2005년 행사실비보상금 29,924천원

15,112천원

14,812천원

2006년

20,683천원

17,914천원

합 계

“

38,597천원

비 고

※ 급식보상은 행사참석 대표자 등에게 급식비를 계좌입금한 금액임

❍ 2005년 행사실비보상금 부당지출사항 : 10건, 8,312천원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지방재정법」제3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0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 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집행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달하는 예산과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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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제38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는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세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46호. 2004.6.8)」에 의하면 신용카드 사용대상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의무적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집행 부적정
❍ 철원군(○○○○센터)에서는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에서는 위문, 격려 또는 업
무추진비 성격의 경비 및 일반운영비 성격의 경비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음에도,
- 2005년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함에 있어 2005.6.29. 서면 이장단회의 위문품
구입비 36,000원, 2005.7.14. 서면 면민의 날 행사 위문품 구입비 36,000원,
00면 이장회의 및 야유회 위문품 구입비 36,000원, 2005.7.22. 00읍 이장
단 수련회 위문품 구입비 36,000원, 2005.8.30. 00읍 농촌지도자회 위문품
구입비 36,000원, 2005.11.2. 00읍민의 날 체육대회 위문품 구입비 36,000원,
2005.12.1.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자축연 위문품 구입비 36,000원 등 업무추진
비 성격인 위문 격려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총 7회에 걸쳐 252,000원과 일
반운영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농촌여성 수련대회 현수막 제작비 150,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5.9.14.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 농촌여성 여름철 특별교육 및 수련대회는 (사)철원군○○○○협의회에서 주관
하는 행사로(철원군○○○○연합회회장 명의로 초청장 발송) 사회단체보조금
으로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2005.9.14. 생활개선회에서 급식을 하였다는 사유로
생활개선회 회장인 ○○○에게 참가자 급식보상금 4,980천 원, 2006.9.25
참가자 급식보상금으로 2,930천 원을 간이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
방 ○○○에게 지출하는 등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급식비 총 7,910천원을 부적
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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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급식비 지출시 신용카드 미사용
❍ 관련규정과 지침에 의하여 교육세미나
․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 투명성 확대 및 탈루방지,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철원군(○○○○센터)에서는 2005년도 4-H연시 총회 참석자 급식비 등 36
건, 15,112천원, 2006년에는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 임원회의 참석자 등 27
건, 20,683천원의 급식비를 지출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소인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음식점에서 발행한 간이세금 계산서에 의해
지출하는 등 신용카드의 의무적 사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규정을 위배하여 부
적정하게 급식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과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등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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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2】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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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동일구조물 공사 부당 분할발주

【위법․부당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되, 추정가격이 1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및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수의계약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9-6,‘00.7.31)」제4조제1항
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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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제68조 및 「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집행요령(회계예규
2200. 04-126-2, 2003.12.26)」제2조제1호, 제3조에 의하면 동일구조물
공사는 천연 또는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 포함)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철원군(○○○○○사무소)에서는 00읍 00리 소재 제2땅굴 야외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기존 화장실을 철거한 후 신축공사(제2땅굴 야외
화장실 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2005.3월경(날짜미상) 작성된 제2땅굴 야외화장실 개선공사 설계도서에 의하면
토목 및 건축공사 내역이 통합 설계되어 있어, 본 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동일구조물 공사이므로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통합 발주하여 공사를 시행함이 바람직 함에도,
기초부분 토목공사는 2인 견적에 의해 2005.3.23. 도급금액 29,691천원에
관내 토목면허 보유 전문건설업체인

(주)과, 건축공사는 소액수의견적

(G2B)에 의해 2005.4.7. 도급금액 62,524천원에 관내 토목 및 건축면허 보유
일반건설 업체인

건설(주)과 각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분할 시행

하여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하자책임이 불분명하게 하는 등 제2땅굴 야외
화장실 개선 공사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동일구조물 공사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정별로 분할함이 없이 통합 발주
하고, 추정가격에 따라 이에 적정한 계약절차(경쟁, 수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금번 지적사항과 같은 동일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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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 ○○과･○○○○○과
【시 행

년 도】 2005~2006년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부당 분할발주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제1항, 제25조제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추정
가격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7조(국가계약법 제68조) 및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회계예규 2200. 04-126-2, 2003.12.26)」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지역에서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는 단일
공사이므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경우는 이를 시기적
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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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과, ○○과)에서는 2005~2006년도에 서면 ○○지구, 김화
읍 ○○지구, 근남면 ○○지구, 철원읍 ○○지구 등 4개 지역에 대하여 지
구별․ 공구별 구분없이 관련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였는바,
- 발주부서인 농어업정책과는 4개 지구 확․포장공사 대상이 각각 동일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농로가 서로 연접된 노선으로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비 산출조서 작성, 공사발주 및 시공 등의 시점이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 단일공사에 해당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각 지구별로 2~3개 공구로 분할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조서 등을 일괄 작성하여 각각 경쟁입찰에 의해 통합 발주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의 경우, 와수리 지역은 3개 공구로,
2006년도

지구는 2개 공구로,

지구는 2개 공구로,

지구는 2개 공구로 각각 분할하여

설계도서 등을 작성한 후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총
9건에 대하여 동일한 시기(2005년: 8.31, 2006년: 9.19)에 부당하게 공구별로
공사를 발주하여 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는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한 4개 지구

9개 공구 건에 대하여 지구별로 관련규정 등을 면밀히 적용 검토하여
2005년도 3개 공구로 분할된

지구(추정가격 합계 113,950천원)와 2개

공구로 분할된

지구(추정가격 합계 81,136천원), 2006년도 2개 공구로

각각 분할된

지구(추정가격 합계 76,852천원)와

지구(추정가격

138,084천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공사성격·내용, 발주시기 등으로 볼 때
단일공사에 해당되고, 공사내용 또한 기존 농로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지구별로 각각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상
이므로 지구별로 통합 발주하여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발주부서에서 지구별로 2~3개 공구로 분할
하여 계약 의뢰한 총 9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
게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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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동일지역에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고 공사발주 및 시공 등이 동일한 시
기에 이루어지는 단일공사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분
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정별로 분할함이 없이 통합 발주하시고, 추정
가격에 따라 이에 적정한 계약절차(경쟁, 수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금번 지적사항과 같은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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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4】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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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6년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소하천 정비 공사 부당 분할발주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1조제1항, 제25조제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는 추정
가격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7조(국가계약법 제68조) 및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 집행요령(회계예규 2200. 04-126-2, 2003.12.26)」제2조 및 제3조
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지역에서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는
단일공사이므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경우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

❍ 철원군(
에

읍

과)에서는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에 의하여 2006년도

리 소재 사격장 골천 제방을 기존 자연 제방에서 석축으로

쌓는 하천정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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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부서인

과에서 2005.11.3.과 2005.12.29. 강원도에 제출한

2006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확보 현황에 의하면 동 하천 정비예산이
공구별 구분없이 총액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2006.3.8. (주)
에 발주하여 2006.4월 납품받은 2006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설계도서에도 사격장골천 정비사업 설계가 통합 설계되어 있으며, 공사
구간 역시 별도 분리된 위치에 있지 않고 양안 총 연장 289m(편도
144.5m)로 동일선상에 있으며, 공사내용도 석축제방을 쌓는 동일한 단일
공사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경쟁입찰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수해예방의 시급성을 이유로 2개 공구로 분할 발주하여
2006.4.27. 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과에서는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한 2개 공구

-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에 대하여 설계도서, 발주시기, 공사성격 및 내용과 관련규정 등을 면밀
히 적용 검토하여 통합 발주되도록 개선 조치함은 물론, 추정가격이
125,193천원인 전문공사이므로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발주부서에서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계약 의뢰한 원안대로 관내 전문건설업 중 석공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
(합)과 계약금액 60,096천원에, 제2

하여 제1공구는 2006.5.18.
공구는 2006.5.17. (합)

와 계약금액 60,641천원에 각각 소액수의 견적

방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동일지역에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고 공사발주 및 시공 등이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단일공사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정별로 분할함이 없이 통합 발주하시고, 추정가격에
따라 이에 적정한 계약절차(경쟁, 수의)를 이행하기 바라며,
❍ 앞으로 금번 지적사항과 같은 동일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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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5】신분상조치○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철원군 ○○과
【시 행

년 도】2003년 ~ 2006년

【행정상

조치】시 정

【재정상

조치】추징 117,242천원

【제

목】지방세 부과․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의료법인의 장례식장에 대한 취ㆍ등록세 추징대상 현황
납세의무자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

의료법인
000재단

00
00구
00동
0000

1241330000175

과세
물건
00읍
00리000
(건물)
000㎡

추징할 세액(원)
취득일

과 표

취득세

계
'05.2.7

등록세

(농특세포함)(교육세포함)

620,000,000 23,287,200 16,244,000 7,043,200

나. 자경농민 농지에 대한 취ㆍ등록세 추징대상 현황
납세의무자
성 명 주 소
합 계

000

과 세 물 건
소재지
7건

00군
00읍
00리
0000-0

면적
(㎡)

추징할 세액

취득가액

취득일

80,972 993,513,800

계

취득세

등록세

(가산세포함) (교육세포함)

19,857,420

12,757,850

7,099,570

0리 0000
외 2필지

6,356

96,133,000 2006.8.9

1,876,710

1,178,960

697,750

00리 0000

1,543

23,337,000 2006.8.9

455,570

286,200

16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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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과 세 물 건
소재지

면적
(㎡)

00리 0000

3,864

18,800,000 2006.5.23

374,050

234,200

139,090

00리 0000외
3필지

8,799

70,000,000 2006.5.24

1,392,770

874,860

517,090

00리0000
외 11필지

38,146

656,930,800 2006.4.25

12,929,780

8,265,340

4,664,440

00리0000
외 1필지

7,887

37,000,000 2004.4.10

811,040

548,340

262,700

00리 0000외
1필지

6,259

56,800,000 2004.4.8

1,245,050

841,770

403,280

00리 0000
외 1필지

7,041

34,513,000 2003.11.6

772,450

527,420

245,030

성 명 주 소

철원군
00읍
00리
000-0

000

추징할 세액

취득가액

취득일

취득세

계

등록세

(가산세포함) (교육세포함)

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ㆍ등록세 추징대상 현황
납세의무자
법인명
(성명)

취득물건
주 소

계

4건

00000
00000
0000
00000000

2. 내

0군
0면
0리
0읍
0리
0면
0리
0읍
0리

1,307,000

계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포함)(농특세포함)

74,097,720 35,743,520 38,354,200

00읍00리0000

800,000 2003.
11.1.

00읍00리00000
00읍00리00000

120,000 2003.
2.28.
300,000 2004.
5.28.
2004.
87,000, 5.18

0읍0리000-0

추징할 세액(원)

취득가액
취득일 매각일
(천원)

43,680,000 20,960,000 22,720,000
2004.
5.28
2005.
7.15
2004.
11.12

7,197,120

3,789,120

3,408,000

17,235,000

8,715,000

8,520,000

5,985,600

2,279,400

3,706,200

용

① 의료법인의 장례식장 취ㆍ등록세 감면 부적정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의 경우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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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과)에서는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의료
법인 ○○○재단이 2005.2.7. 철원군 ○○읍 ○○리 ○○번지에 의료시설
(1081.72㎡)을 공사금액 620,000천 원에 증축하고 2005.2.17.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며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취ㆍ등록세 17,360천원을 감면해 주었으나, 의료사업으로 신고한 위 장소
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감면해 준 지방세를 추징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2006.12.6)까지 면제된 취·등록세(가산세 포함) 23,287,200원을 추
징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②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부적정
❍「지방세법」제2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외의
지역일 것과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 지역과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
안일 것과 소유농지 및 임야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
하여 전ㆍ답ㆍ과수원은 3만㎡(「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ㆍ답ㆍ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 목장용지는 25만㎡,
임야는 30만㎡ 이내로 하고 있고,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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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과)에서는 철원군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
가 2003.11.6. 철원군 ○○읍 ○○리 2043외 1필지(7,041㎡)의 농지를
34,513천 원에 취득하고 자경농민의 자격으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17,690원을 경감받는 등
2006.8.9.까지 총 8회에 걸쳐 취ㆍ등록세 15,886,200원을 감면받았으나,
○○○의 농지소유 사실을 확인한 결과 2003.11.6. 기준으로 20만㎡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여 이후에 취득한 철원군 ○○리 2043외 27필지 80,972㎡
농지(취득가액 993,513,800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100분의 50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취ㆍ등록세를 감면하여 주었으며,
부당하게 감면혜택을 받은 취ㆍ등록세는 당연히 추징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2006.12.8)까지 취ㆍ등록세(가산세 포함) 19,867,180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지방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③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추징 소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20조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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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창업의 범위에는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철원군(○○과)에서는 충북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
○○○○가 2003.11.1. 철원군 ○○읍 ○○리 ○○-○번지의 공장 부동산을
800,000천 원에 취득하고 2003.12.3.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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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취ㆍ등록세 36,800천 원을 감면받았으나, (주)○○○○○는 (주)○○
○○○의 사업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
도,

부당하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었으며, 감면된 취ㆍ등록세(가산세 포

함) 43,680천 원은 추징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2006.12.8)까지 감면된 지방
세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철원군 ○○읍 ○○리 ○○-○번지 소재 ○○○○○ 주식회사가 2003.2.28.
○○읍 ○○리 ○○-○번지의 공장용 부동산을 120,000천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ㆍ등록세 5,520,000원을 감면 받았으나,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4.5.28. 매각함으로써 감면된 취ㆍ등록세(가산세 포함) 7,197,120
원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하는 등
총 3개 창업중소기업(○○아스콘ㆍ○○비료ㆍ○○○○○○성광)이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다시 매각함으로써 감면된 취ㆍ등록세
30,417,720원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부과ㆍ징수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이 건 과세 누락된 취득․등록세 등 117,272,340원을 조속히 추징하시고,
앞으로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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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6】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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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도～2006년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철원○○○○산업 관련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군유재산의 양여(현물출연) 부적정
가. 현 황
❍ 공유재산 양여(현물출연)현황
구분
(지목)

소재지

계

건물2동, 토지2필지

재단법인

건물

○○읍 ○○리 288

2,846.8

1,461,974,200 2006.1.4.

철원○○○○

건물

○면 ○○리 377-3

3,544.22

1,531,986,300

“

대지

○○읍 ○○리 288

12,441

1,107,249,000

“

학교용지

○면 ○○리 377-3

11,244

433,836,000

현물출연처

산업기술연구원

수량
(㎡)
건물 6,388.02
토지 23,565

출연금액
(원)
4,535,045,500

❍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선정 및 양여(현물출연) 추진 현황
- 2004. 5.22 : 과학기술부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신청
- 2004. 8.11 : 과학기술부 사업 선정(주관기관 : 철원군)
- 2004.10.14 : 협약체결(과학기술부↔강원도+철원군)
- 2004.10.18 : 산업자원부 업무 이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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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계약일

- 2004.12.22 : 1차년도 사업 세부협약체결(철원군↔성균관대학교+KAPRA)
- 2005. 7.19 : 양여(현물출연)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 2005. 7.27 :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공포
- 2005.12.23 : 재단법인 ○○○○○○산업기술연구원 설립허가(산자부)
- 2005.12.28 : 재단법인 ○○○○○○산업기술연구원 설립등기
- 2005.12.30 : 군유재산 출연결의
- 2006. 1. 4 : 출연계약 체결(철원군↔(재)○○○○○○산업기술연구원)
- 2006. 1. 5 : 군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철원군→(재)○○○○○○산업기술연구원)

나. 내 용
❍ 구「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신탁 또는 대물 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할 때,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이를 양여할 때 등의 경우에는 이를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철원군(○○○○기획단)에서는 2004년 과학기술부로부터「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이 5년차 사업(사업비 260억원)으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
하여 과학기술부와 조건부 협약사항인 1년 내(2005.9월까지) 법인설립을
이행하기 위하여「재단법인 ○○○○○○산업기술연구원」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2006.1.5. 연구소 건물 및 부지(○○읍 ○○리 ○○번지 등 건물 2동,
토지 2필지) 4,535백만원 상당의 군유재산을 재단법인에 양여(현물출자)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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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으로의 군유재산 출연은 구 지방재정법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
법령상 '양여'에 해당하며,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 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잡종재산은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여가 가능하므로 이 건 현물출자가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양여조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여가
불가능 하며
특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제정 2005.7.27.
조례 제1931호)」제3조에 재산출연의 근거를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양여가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행정자치부(지역경제
공기업팀)의 질의회신 사례가 있었음에도, 상위법에 위배하여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군유재산을 위법·부당하게 재단법인에 양여(현금출연)한 사실이 있다.

2. ○○○○○○ 건립 사업 추진 부적정
가. 현 황
❍ 2005. 6.17 : ○○○○○○건립 예산 편성(05년 1회추경)
〔총600백만원 (도비 5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
❍ 2005. 7.21 : 도비 보조사업 결정 (강원도)
<최초건립계획>
▪ 위

치 : ○○읍·○면 2개소(연구소 인근지역)

▪ 부지규모 : 약 2,000평
▪ 건축규모 : 6개동(30평형)
▪ 사업기간 : 05.7.-06.8.
▪ 사 업 비 : 1,120백만원(도비 500, 군비 620)
→ 부지매입(2,000평) 200, 건축공사 720, 부대시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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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9.29.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의결〔재원확보후 추진(조건부승인)〕
❍ 2005.12.23 : 도비 500백만원 추가편성(06년 당초예산) - 총확보액 1,100백만원
❍ 2006. 4.10 : ○○○○○○ 건립추진계획 변경수립(변경)
※ (당초) 부지 매입 → (변경) 군유재산(구 보건소부지) 활용
❍ 2006. 4.17 : (구)보건소부지 및 건물의 용도변경 및 처분심의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 2006. 6.12 : ○○○○○○건립 실시설계용역 계약
❍ 2006. 8.13 : ○○○○○○건립 실시설계용역 준공(납품)
❍ 2006. 8.17 : ○○○○○○ 건립 변경계획서 제출(철원군→강원도)
❍ 2006. 8.31 : 강원도 도비 보조사업 변경계획 승인
<최종건립계획>
치 : ○○읍 구 ○○○ 부지(1개소)

▪ 위

▪ 부지규모 : 약 1,363평
▪ 건축규모 : 1개동, 160평
▪ 사업기간 : 06.4.-07.6.
▪ 사 업 비 : 2,100백만원(도비 1,000 군비 1,100)
※ 군비 : 현물 10억원 상당(군유재산 부지제공), 현금 1억

❍ 2006. 9.11 : 건립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의뢰
(○○○○기획단→○○과)
❍ 2006.10.23 :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500백만원)
❍ 2006.11.14 : 건립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
❍ 2006.11. 6~11.15 : 제14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안건상정 보류
❍ 2006.11.29~12.22 : 제145회 철원군의회 정례회 안건상정 보류

나. 내

용

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업무 추진 부적정
❍ 구「지방재정법」제30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제2항제2호
및 「철원군투자사업심사규정」제 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투자사업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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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익년도 당초 및 추가예산 편성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
여야 하며 투융자심사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철원군(○○○○기획단)에서는 ○○○○산업 육성 연구개발과 정보공유에
따른 외국의 권위있는 학자 및 연구원이 거주할 수 있는 숙박시설 건립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최초 건립계획상 ○○읍과 ○면 등 2개소(연구소 인근지역)에 부지규모 약
2,000평, 건축규모 6개동(30평형), 사업기간 2005.7.~2006.8., 총사업비
1,120백만원(도비 500, 군비 620)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한바, 위 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방재정투 ·융자사업 심사를 거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의 이행없이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계상을 요구(도비 500백만원, 군비 620백만원)하여 2005.6.17.
도비 500백만원, 군비 100 백만원을 사전에 편성한 후 약 3 개월이 지난
2005.9.29. 에 자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2005.9.29. 심사․의결한 위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의 실무심사
조서를 확인한 결과, 부지매입 계획을 2005.9.~2005.10.로 하고, 재원조달 가능
여부는 2006년 당초예산에 군비 520백만원 확보가능, 총사업비를 1,120백만
원으로 산정, 사업추진 준비상황(법적절차 이행 등)에 군부협의 완료,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부지매입계획과 관련하여 당초계획한 부지(○○○리 ○○-○번지)가
토지 소유주와의 매매가격 차이로 매입이 불가능하므로 투․융자심사 당시
추가예정 부지를 먼저 선정한 후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선행조건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의 절차 미이행으로 부지매입이 계획한 기간 내에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
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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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에 있어 2006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군비 520백만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융자 심사를 받아 재원확보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므로 2006년도에 토지매입비(군비 520백만원)를 예산에 편성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보하지 못하여 부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당초 사유지매입 건립 계획을 군유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6.8.31. 강원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총사업비(1,120백만원) 산정에 있어서도 토지가격, 건축비 등 물가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시기 지연
(당초 2005.7.~2006.8.→ 변경 2006.4.~2007.6.) 및 사업규모 축소〔(당초 :
부지규모 약 2,000평, 건축규모 6개동(30평형) → 변경 : 부지규모 약
1,363평, 건축규모 1개동(160평)〕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투․융자사업 실무
심사 조서상에 사전에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계획 , 재원조달 , 부지확보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획의 실효성 미확보와 형식적 심사에
그치는 등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② 예산편성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 미이행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매입, 건물의 신·증
축 등)코자 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철원군(○○○○기획단)에서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여 중요 군유재산의 취득(매입, 건물의 신·증축 등)시「공유재산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방의
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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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립」사업비로 2005.6.17.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600백만원 (도비 500백만원 , 군비 100백만원), 2005.12.23. 2006 년
당초예산에 도비 500백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총 1,100백만원(도비
1,000백만원, 군비 100백만원)의 예산을 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편성하였으며,
-「○○○○○○ 건립 」 을 내용으로 하는 2006년도 제 2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안 )을 예산편성후 1 년 5 개월이 지난 2006.11.14.에 제 144 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 의원들간의 이견으로 감사일
현재 제145회 철원군의회 정례회에서 조차 안건 상정이 보류되는 등 위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2007.
6월까지로 사업종료 6개월 여 남은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착수는 물론 부지
선정 조차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군유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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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7】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철원군
【시 행

○○○○과

년 도】 2006년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 건축공사감리 및 사용검사·확인업무처리 부당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축위치 : 철원군 ○○읍 ○○리 ○○-○번지
❍ 건 축 주 :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건축면적 : 3,602㎡
※ 대지면적 9,995㎡, 연면적 3,602㎡, 건폐율36.04%
❍ 건축용도 : 축 사
❍ 설계·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대표 ○○○
❍ 사용승인 조사·검사자 : ○○건축사사무소 대표 ○○○

2. 내 용
❍「건축법」제10조, 제21조, 제2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 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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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자로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되,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같은 법률 시행령 부칙」제13조,
「철원군 도시계획조례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40%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관리지역에 1만㎡ 이상인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철원군(○○○○과)에서는 2006.5.2. 건축허가를 받고, 2006.9.8.착공하여
2006.11.23.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철원군 ○○읍 ○○리 ○○-○번지
○○○의 축사에 대한 건축물을 사용 승인함에 있어
- 수허가자가 개발행위허가 9,995㎡를 받은 후 8,424㎡만 시공하고, 개발행위
허가된 진입도로의 위치를 변경하여 불법으로 농지 2,128㎡를 훼손함은
물론, 불법면적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된 면적 10,552㎡에 대하여 건축·개발
행위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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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시(설계변경 포함) 건폐율이 36.04%(3,602㎡/9,995㎡)이었으나,
실제 시공된 건폐율은 6.72%를 초과한 42.76%(3,602㎡/8,424㎡, 불법면
적 제외)으로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은 4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42.76%로 2.76%를 초과하여 위법하게 건축한 사실이 있으며,
- 공사 중에 부득이하게 개발사업 허가 면적이 1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은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2006.12.8.)까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아니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허가내용대로 적법하게 시공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하게
건축물사용승인을 하였다.

【처 분 요 구】
❍ 개발행위ㆍ건축허가 및 준공(사용검사) 등의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허가된
도면과 현장 확인 시 불법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도록 하시고,
❍ 개발행위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축사건축물에 대하여는
부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건축주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한 다음에 적법절차에 따라 부지조성 및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적법하게 시공된 것으로 감리
보고서를 제출한 공사감리자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련 건축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연찬과 이건 관련 각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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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
【시 행

년 도】 2006년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과

목】 ○○○ 하도정비사업(○○보) 공사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금액

공사기간

수 급 자

(천원)

(계약일자)

회사명 대표자

어도설치 17단
2006 ○○○(○○보) 블록설치 99Ea 76,040 ‘06.6.14 ~공사중지중
(‘06.6.12)
하도 정비사업
돌망태 75.6㎡

00건설
(주) ○○○

2006 ○○○(○○보) 밀림방지벽
70.5m
하도 정비사업

(합)00
건설 ○○○

24,513

'06.11.2~'06.12.22
('06.11.2)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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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제25조에 따르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2200.04-126-2,
2003.12.26)」제2조에서는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
(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지역에서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는 단일공사이므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경우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철원군(○○○○○○과)에서는 2006.6.12. ○○건설(주) 대표 ○○○과 ○○○
하도정비사업(○○보)을 도급금액 66,587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6.6.14.
착공, 2006.9.11. 준공예정으로 추진함에 있어
2006.7.3. 농번기 민원발생 방지(농경지 물대기, 물막이공의 추가설치)를 사
유로 공사를 중지(잔여공기 70일)하고 이후 2006.9.11. 재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밀림방지벽의 설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유로 2006.11.9.
재차 공사 중지명령(잔여공기 11일)을 하였고, 감사일 현재(2006.12.8)까지
공사 중단상태에 있다.
이와 관련 발주부서인 ○○○○관리과에서는 기 추진중인 ○○○ 하도정비
사업(○○보)과 밀림방지벽 설치가 단일구조체에 시공하는 단일공사에 해당
하며 추가로 공사량이 발생된 경우이므로 분할하지 말고 설계변경을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함에도, 사업예산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구조물인
밀림방지벽에 대하여 2006.11.2. 관련법령을 위배하여 별도로 발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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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24,513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6.11.8 착공, 2006.12.22. 준공
예정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사준공 후 장래 시설물의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철원군(○○과)에서는 비록 발주부서에서 밀림방지벽 설치공사를 별도로 발주
하였더라도 ○○○ 하도정비사업(○○보)과 단일구조물이므로 기존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발주부서의 요구대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일괄 발주
함으로써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게 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더불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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