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동해시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강

원

도

(감 사 관 실)

목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차
제

목

계

행정상

재정상 조치

치

내역

금 액
(천원)

주의15
시정 8

추징1
감액2

63,158천원
23,201천원

조

1

○○○○과

2005~
2006

근무성적평정 및 평정
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부적정

주의

2

〃

2005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부적정

주의

3

○○○○과

2005~
2006

장사시설의 통합설치 추진 시정
미흡
(권고)

4

○○○○
담당관실

2004~
2007

동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5

○○○○과

2005~
2006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등 부적정

주의

6

○○○○
담당관실

〃

체육시설업체 신고․관리
부적정

주의

7

〃

〃

체육회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8

○○과

〃

측량표지(국가기준점)
관리 소홀

주의

9

○○소
○○과

〃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등
조치 미이행

주의

10

○○○○과

2006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실시

시정

11

○○소방서

2005

소방차량 예방점검 정비 소홀

주의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
관리과

2005~
2006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
부적정

주의

○○○○과

2005~
2006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
사후관리(과태료 미처분)
부적정

시정
(주의)

14

○○○○과

2005~
2006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산
집행 및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주의

15

○○○사업소

2005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
교체 등) 계약 부적정

주의

16

○○○○센터

2005~
2006

학교 우유급식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17

○○○○
담당관실
○○과

2005

방송시설 임차 및 위탁
관리 용역계약 체결 등
부적정

주의

18

○○과

2004~
2006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한
중과세(취득세) 부과누락

시정

19

○○○○
관리사업소

2005~
2006

동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 운용
부적정

시정

20

○○○○과

2005~
2006

동해시민 장학기금 운용
부적정

시정

21

○○○○과

2006~
2007

○○ 다목적 국민여가
○○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22

○○과

1999~
2007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23

○○○○과

2006~
2007

○○어촌 관광단지 조성
공사추진 부적정

시정

12

13

재정상 조치
내역

금 액
(천원)

추징

63,158천원

감액

7,348천원

감액

15,853천원

【일련번호 : 1】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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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근무성적평정 및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가. 현

황
벌점분야
계

부 서

업무부당

33개 부서

나. 내

음주․교통사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인 원

점수

인원

점수

인원

점수

인원

점수

110

446

38

100

2

6

70

340

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 정기평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평정서에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근무실적은 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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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는 임용권자가 평정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10점)에서 감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6할, 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2005년도 하반기 5급 이하 공무원 정기 근무성적
평정을 함에 있어 2005.12.26. 각 부서에 직무수행태도는 감사부서에서 통보
되는 각종 개인별 벌점․가점 점수에 의해 인사부서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정기
평정 계획을 통보하였고, ○○○○담당관은 2006.1.5. ○○○○과장에게 2005
년도 하반기 직원복무 벌점제 운영결과(업무부당․무사안일 38명/100점, 음주
운전․교통사고 2명/6점, 지방공무원법 위반 70명/340점)를 통보하면서 벌점은
정직 7점, 감봉 5점, 견책 4점, 훈계경고
․
(불문경고) 3점, 주의 2점, 기타 지적에
대하여 1점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개인별 직무수행태도 평정 시 이를 반영
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여야 함에도, 벌점 부여 대상인 110명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벌점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최소 2점에서 최대 7점을 높게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가 근무성적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징계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2.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부적정
가. 현

황 : 「붙임」 참조

나. 내

용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2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5조에서 제10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급 감독자
또는 차상급 감독자(과장 또는 국장),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
또는 차상급 감독자(국장 또는 부단체장)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평정자와 확인자가 5할의 비율로 평정한 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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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정위원회는 위 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되, 이 경우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 공무원군(평정단위별)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2005년도 상반기 5급 이하 공무원 정기 근무성적
평정을 함에 있어 동해시 전체의 서열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를 합산하여 작성한 국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각 국의 업무비중,
난이도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되, 평정자의 평정의도와 달리 국별 서열명부를
같은 국의 후순위자보다 낮게 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과정에서
- ○○○○국의 지방행정5급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에서 13번이었던
○○○을 같은 국 서열명부상 10번인 ○○○(전체서열 18번), 11번인 ○○○
(전체서열 19번)과 ○○○(전체서열 21번) 보다 선순위인 전체서열 15번으로
부당하게 조정하였고,
- 또한, 지방행정6급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의 경우에도 ○○○○국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에서 1번이었던 ○○○과 3번이었던 ○○○를 4번인
○○○(전체서열 1번)과 ○○○(전체서열 4번), 6번인 ○○○(전체서열 3번)와
○○○(전체서열 5번) 보다 후 순위인 전체서열 7번과 8번으로, 그리고 9번인
○○○는 14번인 ○○○(전체서열 22번)보다 후순위인 전체서열 26번으로,
14번인 ○○○의 경우 18번인 ○○○(전체서열 32번)보다 후순위인 전체서열
33번으로, 29번인 ○○○은 22번인 ○○○(전체서열 42번)보다 선순위인 전
체서열 41번으로, ○○○○국내에서 마지막 서열에 해당하는 39번에 있었던
○○○는 20번인 ○○○(전체서열 40번)보다 선순위인 전체서열 38번으로,
특히 ○○○○국 서열명부상에서 4번인 ○○○을 전체서열 1번으로, 6번인
○○○를 전체서열 3번으로 부당하게 조정하였으며,
- 지방행정7급의 경우 ○○○○국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상 1번이었던 ○○○와
3번이었던 ○○○을 5번인 ○○○(전체서열 4번)보다 후순위인 전체서열 5번과

- 3 -

7번으로, 22번 이었던 ○○○을 3번인 ○○○(전체서열 7번)보다 선순위인
전체서열 6번으로, 54번이었던 ○○○을 13번인 ○○○(전체서열 31번)보다
선순위인 전체서열 30번으로 조정하는 등
평정자의 의도와 달리 ○○○○국 서열명부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을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직무
수행태도에 이를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징계처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 또한, 평정단위별 전체 서열명부작성을 할 때에는 해당 부서별 평정자의 의도와
달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으로 선순위 또는 후순위로 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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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0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비교
(○○○○국 순위 : 전체 순위)
행정5급 근무성적평정
성 명

○○○○국
순위

전체
순위

10
11
11
13
13
15
16
17

18
19
21
15
23
22
25
24

행정6급 근무성적평정
성

명

○○○○국
순위

전체
순위

1
3
4
4
6
6
9
10
14
21
22
25
29
29
34
36
39

7
8
1
4
3
5
26
9
33
46
42
45
41
64
55
6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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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7급 근무성적평정
성 명

○○○○국
순위

전체
순위

1
3
3
5
8
8
10
13
17
20
20
22
25
26
27
29
32
34
36
39
43
44
48
50
54
57
57
60
62
63

5
3
7
4
16
21
15
37
34
33
40
6
39
23
51
46
58
53
50
69
68
64
78
75
30
71
93
89
95
90

【일련번호 : 2】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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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개요
공고일

채용
직급

2005.4.1. 지방기능
10급

직렬 및 채용

자격 및 경력제한

거주지 제한

직류

인원

조무

1명 공고일 현재 공공기관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특수직무
분야)

응시
인원
1명

에서 공공재산 취득과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관련한 등기업무 경력 되어 있는 자
3년 이상인 자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되,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퇴직자
재임용, 자격증 소지자 특별임용, 연구․근무경력자 등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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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이 경우도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에 따르면 자격증 소지자, 특수지 근무자,
특수분야 학과 졸업자, 특수전문분야 연구․근무경력자, 외국어 능통자, 일정
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반드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과에 등기촉탁, 공공재산 취득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시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 등기촉탁, 공공재산재산관리 분야의 업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 요건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서 응시자격을 특별히 제한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쟁에 의해 보다 능력있는 자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응시
요건을 폭넓게 완화(필요할 경우 지역제한 마저 완화)하는 것이 채용시험의
본질과 부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도, 2005.3.19.「2005년도 제2회
동해시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실시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자격
및 경력제한을 ‘공고일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산 취득과 관련한 등기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거주지 제한을 ‘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 있는 자’로 하고, 이러한 「2005년도 제2회 동해시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실시계획(안)」에 의해 동해시인사위원회에서는 2005.4.1.
「2005년도 제2회 동해시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
(동해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4호)하면서 자격 및 경력제한과 거주지 제한을
위 특별임용시험 실시계획(안)과 같이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응시한 자가 동
해시청 ○○과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 1명에 불과하자 2005.4.18.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3일 연장하여 재공고(동해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6호)
하였으나, 추가응시자가 없어 경쟁없이 위 ○○○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2005.4.30. 합격(동해시 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9호)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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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건 제한경쟁특별임용의 경우 2004.10.15. ○○과에서 동해시장에
게 보고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에 따르면 전문인
력 확보 대책으로 등기촉탁대행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과에서 약
6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공고문에도 자격 및 경력을 “공고일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산
취득과 관련한 등기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 것은 사전에 특정인
을 채용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
하지 않은 위법한 제한으로서 「헌법」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취임
의 기회균등(공무담임권)’이라는 대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특정인을 채용할 목
적으로 인사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을 할 때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에 의하여 채용
하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등 관련법령에 부합되게 인사운용을 하시기
바라며, 특정인을 채용할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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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3】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동해시 ○○○○과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정(권고)

【재정상

조치】

【제

목】 장사시설의 통합설치 추진 미흡

【위법부당내용】
① 묘지 등의 수급계획의 형식적 수립 및 묘지일제조사 미실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시·도지사가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①연도별 출생자
및 사망자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②연도별 매장자수·화장자수 및 납골자
수와 그 추이에 관한 사항 ③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④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⑤묘지의 일제조사와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수립한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2005.5.2. 장사시설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동해시 장사시설 현황(조성중인 시설 포함) 및 각종 통계 등을 토대로
향후 소요판단 등에 기초한 기존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및 그에 따른 재정사항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없이 형식적으로 수급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이 건 계획의 세부내용인 묘지의 일제조사와 무연분묘의 처리계획은
시한부 매장제도가 적용되는 2001.1.13. 이후에 설치된 모든 개별분묘를 조사

- 9 -

하여 관련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신고 체계를 통해 파악된 개별분묘의 위치
등을 조사하여 장사관리시스템에 포함된 개별분묘에 관한 정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5. 10월부터 묘지일제조사 용역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시장에게 보고
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예산확보나 용역발주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장사시설의 통합설치 추진 미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설묘지·공설
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7조
의2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인【별표1】2호“가”목에 의하면
화장장에는 화장로실, 관리사무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시설, 분향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하고,
“나”목에서는 화장로실은 시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의
화장로를 설치하고 외부와 엄격히 구획되어야 하며, 소각 또는 연소에 의하여
생기는 소음·매연·분진·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환경관련 법
령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동해시 ○○동(○○동) ○○-○번지에 동해시 공설
화장장(○○○)이 1978년 건립된 이후, 동해시(종전 삼척군) 직영체제로 운영
하다가 1999.9.1.부터 동해복지산업에 민간위탁하여 현재까지 계속 운영되는
시설로서 동해시장이 화장신고를 수리한 시체·사체·개장유골 등에 대한 화장
처리와 화장증명의 발급 등의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 동해시화장장(○○○)이 건립된 이후 30여년이 경과됨에 따라 건물이 노후화
되고 편의시설도 유족대기실 정도만이 제공되고 있어 기타 휴식을 취할 만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차장의 경우에도 대형 1면, 소형 10면의 규모로
다수의 화장신청 시에는 인접도로에까지 유족과 조문객 이용차량의 노변주차가
불가피한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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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지역은 달방댐 인접지역으로 동해시 상수도 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1992.7.22.「수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이 건 화장장은 관련법률 시행 전에 설치된 시설임)에
해당되므로 현 화장장의 존치여부에 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
되는 상황으로

- 현재, 동해시 ○○동(○○동) 산 ○○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동해시 공설묘지
조성공사는 구역면적 176,297㎡(조성면적 114,118㎡)에 일반묘 5,700기, 납골묘
2,300기, 납골당 15,000위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3.11.4.부터 2007.8.20.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이 건 계획에는 일반묘 및 납골묘, 납골당 등의 장사시설은 포함된데 반하여
화장장은 제외되었는바, 이는 1996.5.1. 동해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설묘지 사업대상지 ○○(○○마을) 주민대표와의 협약사항인 공설
묘지 내에 화장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같은 법 시행령」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인
【별표1】3호 “가”목(4)에 의하면 납골묘는 사원·묘지·화장장 그 밖에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산되어
있는 화장장과 납골묘, 납골당을 일정한 지역(공설묘지)내에 집단화하여 시설
간의 기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유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사시설의 통합운영 또는 위탁운영 등을 통한 예산의 절감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이점과, 현 동해시 화장장(○○○)으로부터
납골묘와 납골당이 건립되고 있는 동해시 공설묘지까지 약 13.7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유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 등이 기대되는데도
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주민설득이나 대안제시 등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이 미흡했던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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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앞으로 강원도의 중장기 장묘시설 수급계획과 연계시켜 동해시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적기에 수립 시행함으로써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행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 또한, 시한부 매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2001.1.13.이후 설치된 분묘현황은
장사행정 업무추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원천적인 중요한 자료이므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
또는 조사용역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화장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하더라도 장사시설 간의 기능연계 필요성과 이용자 측면에서의 불편해소,
현 화장장의 입지상 문제점과 여건 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일한 구역 내에 장사관련 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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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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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4년 ~ 2007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동해○○○○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부적정
❍「건축법」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6.1.1. 이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제11조,「같은 법 시행령」제7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당해목적물의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또한,「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
182호, 2005.12.30)」에 따르면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은 거래가격, 원가
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작성하여
원가를 산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으로 원가계산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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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담당관실)에서는 2004.11.30. 예술가들의 창작공간 및 시민
들의 휴식․문화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동해○○○○(○○○○○)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 결의하여 29,345,250원의 원가계산을 산정하였으나,

그 원가계산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대가기준 산정시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건축부문은 「건축사업무 대가기준(건교부)」을 적용하여 23,467,500원을
산출하였고, 전기통신부문은
․
「전력기술용역대가및공사감리원배치기준(산자부)」을
적용하여 3,210,000원, 부가가치세 2,667,750원 등 총 29,345,250원의 산출
근거를 제시하였고, 위 용역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축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2004.11.26. 동해○○○○(○○○○○)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4.11.30.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함에도, 건축사가 아닌 ○○대학교
(총장 : ○○○)와 학술연구용역으로 발주하여 2004.12.21. 26,410천원에
부적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2004.12.29. ○○
대학교에서 제출된 착수계에서 산출된 소요내역서에 의하면 자료 수집비
5,000천원, 조감도 및 설계도서 제작비 10,000천원, 인건비 10,000천원,
기타 잡비 1,410천원 등 총 26,410천원으로 막연한 내역서를 제출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이 아닌 학술연구용역의 내역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부적절하게 승인하였고,

- 발주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과업기간은 4개월로 하고 총 공사비는
400백만원으로 하여 60일 이내에 기본설계서(배치도, 평면도, 타당성검토조서,
주요프로그램 운영내역)를 제출하고 용역완료시에 실시설계도서(건축협의서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록 건설기술용역을 학술연구용역
으로 잘못 발주하였다 하더라도 그 용역이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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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25.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2005.4.21. 용역
최종 납품서가 접수되었고, 최종 납품서에 의하여 2005.4.26. 작성된 용역
납품검사조서에 의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약정대로 어김없이 납품되
었다고 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여건분석, 기본조건, 기본구상, 지구
계획 등 기본계획만 납품이 되었고 가장 중요한 실시설계도서는 납품되지
않아 사실상 부적정하게 납품검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현재의 용역
설계서로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설계예산 26,410천원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② 부지선정 미확정으로 사업추진 부진
❍「지방재정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하며,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에 있어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담당관실)에서는 동해 ○○○○(○○○○○) 건립을 위하여
2004.12.10. 문화관광부와 강원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100)과 시비 230백만원 (용역비 포함) 등 총 43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강원도에 보조금을 신청시에는 ○○○○○설치사업으로 동해시 ○○동
○○○번지외 2필지(13,061㎡)의 구 부곡수원지 폐쇄부지에 기존 펌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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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하고 유휴부지에 야외음악당, 창작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작가 숙소
와 작업실 1동을 우선 신축하여 단계별로 종합예술인촌 등으로 확대 조성하
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년 당초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05.4.21. 납품된 용역결과 3개 장소(○○,
○○분교, ○○수원지)중 ○○이 최적지로 선정되어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
을 추진하게 되었고,
1년여가 지난 2006.3.23. ○○조각공원 내 군사시설이었던 폐소초를 소초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관광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 관광지 지
정 및 조성계획과 연계되어 있고 군부대 협의, 사업비 과다소요, 사업추진의 장
기화, 관계전문가 등의 반대의견 제시 등으로 사업계획이 전면 취소되었으며,
특히, 2003.10월 문화관광부와 강원도로부터 보조금이 가내시되어 2004.5월
제1회 추경예산에 300백만원(국비 100, 도비 100, 시비 100)을 확보하여
추진하다 지연되자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사업이 답
보상태에 있자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기 배정 사업비를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이월하고 있어 보조금이 반납되어야 할 실정임에도,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도비가
․
내시된 이후부터 4년여가 넘도록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기간중인 2007.1.23.에서야 기존의 당초예정
부지로 대상지를 다시 선정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입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특히, 용역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개별 법령을 준수하여 건설기술용역이 학술
연구용역으로 발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16 -

【일련번호 : 5】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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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같은 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시설현대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국가 60%, 지자체
30%, 민간(상인) 1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개설운영중인
공설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시장․
군수가 민간부담금의 10%를 부담할 수 있고,
보조사업의 시행방법은 ①시장․군수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 ②일정금액이상
또는 직접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집행하고 일정금액이하는
시장상인회에 집행을 위탁하는 방법 ③시장상인회에 사업비 전체의 집행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시장․군수가 상인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되, 상인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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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회에 일부 또는 전체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인․지자체 공동명의
통장개설,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사전 동의 등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집행
하는 경우에도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등에 따라 교부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에서 제34조,「동해시
보조금관리조례」제11조 및 제15조에서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권자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에 의한 정산검사 실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
는 성장을 도모하여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인「차양막 설치사업」을 민간보조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① 동해(○○)○○시장 “차양막설치사업” 위탁집행 부적정 및 감독소홀
❍ 2005.3월(일자불명) 동해(○○)○○시장 차양막 55m를 사업비 300백만원
(국비 180, 도비 45, 시비 45, 자부담 30)을 들여 동해○○○○상인회에 민
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2005.6.8.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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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인회에 일부 또는 전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상인․지자체 공동명의
통장개설,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사전 동의 등 투명성
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도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6.1.1. 이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자인 동해○○○○상인회(회장 : ○○○)에서는 2005.5.20. 위 보조
사업을 발주하면서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의 경우에는
동해지역에서 발행되는 벼룩시장(알림방)에만 게재하여 ○○○○(주)외 2개
업체의 견적서를 형식적으로 징구하여 계약금액 300,000천원에 철구조물설치
공사업체인 ○○○○(주)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6.2. 착공 보고
하였으며,
- 특히, 설계의 경우에는「건축법」제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경우에는「전기공사업법」제11조에

의한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제

21조에 의한 소방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2005.6.7.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 자부담 30,000천원을 제외한
270,000천원을 각각 2005.6.10. 100,000천원, 2005.6.28일 80,000천원,
2005.8.4. 90,000천원을 보조하였는바, 2005.8.12.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건축공사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구조물설치
공사업만 보유하고 있는 도급업체인 ○○○○(주)이 개별법령에서 도급받을 수
없는 설계와 감리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를 모두 도급받아 이를 하도급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사전에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설계감리비 : 10,500천원
시설공사비 : 289,500천원 (건축공사 266,200 전기공사 18,000 소방공사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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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부담없는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사업” 일괄 위탁 집행 부적정
❍ 2006년도에 ○○시장, ○○시장, ○○시장 등 3개 재래시장에 대한 차양막
설치사업을 전액 시비를 보조하여 추진하면서「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운
영지침」에서 보조금의 집행방법은 직접 집행 또는 시장상인회 위탁집행 방법 중
시장․군수가 상인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하되 상인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시장․○○시장의 경우, 2006.4.7. 수립한 재래시장(○○) 차양막 설치계획
에 의하여 각각 전액 시비인 70,000천원, 5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차양막
L=40m와 L=30m를 설치함에 있어 이는 시장상인회의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
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의 시설비 항목에 예산을 계상하여 市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번영회(회장:○○○)와 ○○○상인번영회
(회장:○○○)에 일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시장의 경우에도, 2006.11.6. 수립한 ○○시장 차양막 설치계획에 의하여
차양막 L=40m를 전액 시비인 7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상인회의 자부담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2006년도 일반회계의 시설비
항목에 예산을 계상하여 市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발전
협의회(회장:○○○)에 일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인 시장번영회 등에서 위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경쟁
입찰 등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주)에서
대부분의 공사를 수주하게 하는 등 시장번영회 등에 부당하게 위탁 추진함
으로써 사업추진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가 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
였고, 사전에 보조권자로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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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래시장 보조금 사업 정산검사 소홀
❍ 2006년도에 시행한 동해(○○)○○시장, ○○시장, ○○시장 등 3개 재래시장
에 대한 차양막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
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그 집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 동해(○○)○○시장의 경우, 2006.7월(일자불명)에 보조사업자인 ○○○○시
장상인회에서 제출된 정산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 60,000천원(시비) 중 설계
및 측량비에 5,500천원, 건축공사비에 51,400천원, 전기공사비에 1,000천원,
소방공사비에 2,100천원 등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 60,000천원을 전액 집행
한 것으로 정산하였으나, 공사비를 집행하면서 계좌입금을 하지 아니하고 업체별로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놓음으로 인하여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고,

- ○○시장의 경우에도, 2006.10월(일자불명)에 보조사업자인 ○○○○번영회
에서 제출된 정산서에 의하면 총 사업비 70,000천원(시비)중 설계 및 측량비에
4,400천원, 건축공사비에 55,600천원, 전기공사비에 2,656천원, 소방공사비
6,024천원 등 보조금 70,000천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하였으나, 계좌
입금을 하지 아니하고 업체별로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였고,

- ○○시장의 경우에도, 2006.12월(일자불명)에 보조사업자인 ○○○○발전협
의회에서 제출된 정산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 70,000천원(시비) 중 설계비에
4,400천원, 건축공사비에 60,600천원, 전기공사비에 1,850천원, 소방공사비에
3,150천원 등 보조금 70,000천원을 전액 집행한 것으로 정산하였는데, 업체
별로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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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감사일 현재 보조권자인 동해시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인 각 시장번영회
등에 계좌입금 조치여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3개 사업비
200,000천원 중 현금으로 집행한 147,370천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자료
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집행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는 보조권자인 동해시에서 동 사업의 집행에 대하여 사전에 지도․감독을 실시
하는 한편, 사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의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정산서를 공람처리만
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 특히, 시장상인회 등에 전체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감독과 보조금 정산검사는 물론, 보조사업자에게 계약방법 및 보조금
정산 요령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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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동해시 ○○○○담당관실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제

목】

주의

체육시설업체 신고 ․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체육시설업 부적정 신고․관리업체현황
종 류

신고일자

수영장

´05.6.28.

상호

대표자 체육지도자 손해보험 수질검사

○○○○
○○○ 1명(3급)
해수수영장

미가입

비고

미실시

○○○○
○○○ 해당없음 미가입 해당없음
스포츠학원
´06.9.24.부터
관련법률 개정으로
○○○
´05.4.8.
○○○ 1명(3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에어로빅장업은
댄스아카데미
신고대상에서 제외
에어로빅장 ´06.8.1. ○○○댄스 ○○○ 미배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스포츠연구소
무도학원 ´01.4.19

´06.9.22. ○○클로버 ○○○

미배치

해당없음 해당없음

※ 2005~2006년도 신고 체육시설업체수 : 17개 업체
(수영장 1, 체육도장 2, 골프연습장 1, 체력단련장 2, 에어로빅장 3, 당구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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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40조, 제44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또한 신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수질관리 및 보호장구의 구비 등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체육시설업자 중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 등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를 제외하고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시장․군수는 체육시설업의 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담당관실)에서는 2005.6.28. 신고․수리한 ○○○○해수수영장(동
해 ○○○동 ○-○번지, ○○○)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한 후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수질기준을 유지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였어야
하나, 신고 후 감사일 현재까지 1년 6개월 이상 손해보험 미가입, 수질검사 미
실시 한데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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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4.20. 무도학원으로 신고․수리된 ○○○○스포츠학원의 경우 체육시설업
체 신고대장 및 2005.12.31. 기준 체육시설업체 신고현황 보고자료(문화관광
부 보고)에 의하면 신고 이후 휴․폐업한 사실이 없이 정상운영하고 있는데도,
신고 후 감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태
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 2005~2006년도 중 17개의 체육시설업(수영장 1, 체육도장 2, 골프연습장업 1,
체력단련장 2, 에어로빅장 3, 당구장 8)에 대해 체육시설업체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 신고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업종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했
어야 하나, 신고 관련서류에는 시설기준 적합성 여부 및 현지조사결과 등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기록되거나 첨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신고필
증을 교부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제40조에 의한 문화관광부 보고자료인
체육시설업체 신고현황을 작성할 때에는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작성․보고하여야 함에도, 2005. 12.31.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에는 2005.6.28. 신고․수리된 ○○○○ 해수수영장에 대한 현황이 누락되
어 있는 등 체육시설업체 현황관리 및 보고서 작성을 소홀히 하였고,
- 또한, 2006.8.1. 신고한 ○○○ 댄스스포츠 연구소와 2006.9.22일 신고한

○

○클로버는 에어로빅장업으로 체육시설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에어로빅장

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서류
에는 체육지도자 배치계획이 없이, ○○○ 댄스스포츠연구소는 댄스스포츠 트레
이너 자격증을, ○○클로버는 사단법인 대한벨리댄스협회에서 발급받은 자격
증이 각각 첨부되어 있는 등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함에도 부
적절하게 체육시설업체(에어로빅장업)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등 체육시설업
체 신고․관리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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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앞으로 체육시설업체 신고․수리시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고,
❍ 보험가입 미이행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신고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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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7】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동해시 ○○○○담당관실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제

목】

주 의

체육회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업무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2005~2006년도 체육회 보조금 집행현황
구분

(단위: 천원)

2005년도

2006년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7

670,066

65

878,995

전국단위 행사보조

16

394,323

21

332,810

도단위 행사보조

11

73,640

16

53,000

시단위 행사 및 출전 등

50

202,103

28

493,185

계

2. 내

비고

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및
「동해시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제6조, 제11조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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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신청서와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등에 의하여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동해시(○○○○담당관실)에서는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강웰빙 도시 이미지에 맞는 차별화된
스포츠 도시 정착 등을 위한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동해시 체육회를 통하여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시 단위 각종 체육단체(협회)별 대회 개최, 전국
체전 및 도민체전 출전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해시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 이와 관련 2005.6.20.~6.27. 개최된 제19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하키대회
유치에 따른 보조금(30,879천원) 신청서와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이나 그 산출기초가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고 대회 유치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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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천원을 요구하였고, 정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출내역이 없는 상태로
대한하키협회에 대회유치비로 재교부(간접보조)하면서 대한하키협회 계좌로
입금한 영수증과 협회장 직인이 찍힌 수령증만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였으며,
- 2005.8.14. 개최한 제1회 강원도○○○협회장배 전국아마추어선수권대회의
경우는 보조금 4,720천원을 집행하면서 대회책자 및 포스터, 현수막, 트로피
등을 구입한 것으로 작성한 인쇄업체의 간이영수증 한장만으로 정산처리 하였고,
- 2005~2006년도 중 학교체육육성보조금으로 체육회를 통하여 5개 고등학교에
각각 년 10,000천원씩 100,000천원을 보조하면서, 각 학교로부터 보조금 신청
이나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 및 정산하였으며, 체육회에서
각 학교 계좌로 송금한 영수증만 첨부하여 정산처리 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과
- 대회 유치비를 제외한 홍보비 및 식비 등 지출에 대한 정산서류에 있어서는
신용카드 구매 건의 경우 카드대금 결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나
거래내역서 등이 미첨부 되었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간이
영수증만 첨부하였거나,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출전선수 여비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출전선수 개인별 수령증이 없이 단체 또는 협회 등의 대표자 1인의
수령증만으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등 정산서 만으로는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정산서를 공람처리 하는 등 체육회 보조금 지급․정산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산출기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교부토록
하시고,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조건과 법령에 맞게 수행되
었는지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정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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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8】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동해시 ○○과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측량표지(국가기준점)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수 준 점 내 역

삼 각 점 내 역
구 분

합계
소계

1등
2등
3ㆍ4등
삼각점 삼각점 삼각점

소계

1

16

조사대상

27

11

조사현황

-

-

2. 내

10

-

1등
2등
수준점 수준점
6

비고

10
‘06년

용

❍ 「측량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는 기본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국가기준점 측량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측량표지(영구
및 일시표지) 현황을 조사한 후 시ㆍ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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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표지(국가기준점) 조사 지침(국토지리정보원 2004. 4)」제13조에서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 수립ㆍ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측량표지(기준점)의 보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 정상 또는 산 능선이나 제방ㆍ도로에 매설한
삼각점 11점과 주요 국도 및 지방도 등의 주변이나 학교ㆍ동사무소ㆍ역ㆍ
관공서 등에 매설한 수준점 16점에 대하여 기준점현황도 및 기준점성과표
등에 기초한 작업계획 수립 및 5만분의 1 지형도 등을 이용한 조사경로를
사전에 준비한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강원도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05년 기준의 측량표지 현황조사 결과를 제출기한이 약 6개월이 지난
2006.5.29. 강원도의 촉구공문(주택지적과-9128호)을 받은 후 2006.6.7.에
제출하였고, 이후 2006년도의 측량표지 현황조사 및 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일
현재(2006.1.26)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두고 있는 등 소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측량표지는 우리나라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고 국토개발 및 보존 등 국가행정
업무에 없어서는 아니될 국가의 중요한 시설물로써 측량 및 각종 GIS업무
등에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측량법」에 의한 현황조사 및 측량표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측량표지(국가기준점) 관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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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9】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동해시 ○○○, ○○과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재정상

조치】

【제

의

목】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등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동해○○○○○○○○ 현황
❍ 소재지 : 동해시 ○○동 ○○○-○○ (대표 : ○○○)
❍ 연간이용객수 : 76,994명 (‘05년기준)
❍ 업 종 : 집단급식소 (신고일 : ‘04.12.6)
－ ’05.7.1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여 신고 (상호 : ○○식당)
❍ 1일 급식인원 : 180명
❍ 급수시설 : 지하수, 양수능력 430㎥/일 (위치 : ○○동 ○○번지)
나. 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내용
❍ 1차 부적합 (‘05.4.26 채수) : 보론 1.07㎎/ℓ (기준 0.3)
❍ 2차 부적합 (‘05.5.9 채수) : 보론 1.07㎎/ℓ (기준 0.3)
❍ 3차 적합 (‘05.5.17 채수) : 보론 불검출 ※ 다른 지역에서 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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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식품위생법」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에서 정한 식품접객
영업자 준수사항(별표 13의 5호 ‘러’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제53조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별표 15, Ⅱ.개별기준의
3호 9. 아 항]에 의하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급수시설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1차위반시는 시설개수명령, 2차위반시는 영업정지(1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에서는 2005.4.26부터 2005.5.17까지 동해시 ○○동 ○○번지
동해○○○○실버타운 집단급식소(대표 : ○○○) 급수시설의 수질검사결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인 보론(B)의 수질기준이 0.3㎎/ℓ인데 1차 1.07㎎/
ℓ 2차 1.07㎎/ℓ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집단급식소 급수시설의
시설기준을 2회 위반한 사항에 대한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
동해○○○○○○○○은 온천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약 76,994명(○○
○○ 제출자료 참고)이 방문하고 건물 내 집단급식소 예상이용객이 1일 180명
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급수시설은 항상 먹는물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도․감독
기관에서는 조속히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시설이 음용수로
사용되지 않도록 봉인조치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을 때까지 사용금지 게시문을
부착하는 등 방문객이 음용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1차로 2005.4.26. 동해○○○○○○○○ 집단급식소 급수시설(수도전)에서
채수된 물에 대하여 2005.5.6 도○○○○연구원○○지원으로부터 건강상 유
해영향물질인 보론(B)이 수질기준보다 3.5배가 초과된 1.07㎎/ℓ로 측정되어
부적합 판정된 검사성적서가 통보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는데도, 1차 위반시 행정처분사항인 시설개수명령과 방문객이
오염된 물을 먹지 않도록 사용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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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로 2005.5.9. 같은 장소에서 채수된 물의 수질검사결과 보론(B)이 1.07
㎎/ℓ로 기준보다 초과되어 또 다시 부적합 판정된 검사성적서가 통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기준인 영업정지 1월의 처분과 방문객의 오염된 물 사용금지
조치 등 이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동해시(○○과)에서는 2005.5.17. 3차 시료를 채수함에 있어 보론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었던 1, 2차 채수지점과 같은 지점(○○동 ○○○-○○)인 집단급식소 내
수도전에서 채수 하여야 하는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동 ○○○번지 지하수
관정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보론(B) 항목 불검출로 부당
하게 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유해물질(보론)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먹는데 부적합한 물에 대한 필요한
행정조치와 시료 채수를 부당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식당(전 동해○○○○○○○○ 집단급식소)이 급수시설기준을 준수하
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설개수명령 등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하여 먹는데 부적합한 물이 음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 또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지점은 급수시설인 수도전에서 채수함
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소관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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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0】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동해시 ○○○○과
【시 행

년 도】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실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현황
구 분

기기종류

이전 정도검사일

정도검사일

굴뚝시료채취기

2004. 11. 07

배출가스 측정기

2004. 11. 12

미실시
(검사기한 : ‘06.11.7)
미실시
(검사기한 : ‘06.11.7)

대기

2. 내

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 「환경측정기기 정도
검사 주기(국립환경연구원고시 제2005-1호, 2005.1.6)」의 규정에 의하면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는 2년1회 이상 정도검사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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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과)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기배출업소(60개소)를
관리하면서 「대기보전법 시행령」제14조, 제22조에 의하여 개선명령 이행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원발생 등 언제라도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나, 2006.11.7.까지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 중 굴뚝시료채취장치(고유번호 : 12W - 5292063M)와 배출가스
측정기(고유번호 : AC 7939)의 정도검사를 감사일 현재(2007.1.26)까지 실시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대기분야 환경측정기기 중 굴뚝시료채취장치와 배출가스측정기에 대한 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측정기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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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1】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동해소방서 ○○○○과
【시 행

년 도】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소방차량 예방점검 및 정비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제48조 및 제69조,「소방공무원법」제16조,「소방장비 관리
규칙」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유기하여서는
아니되며,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차량 관리 담당자는 평상시 소방
장비에 대한 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동해소방서(○○○○과)에서는 2005.9.28. ○○119안전센터 외 3개소에
대하여 소방본부에서 실시하는 장비검열에 대비하여 2005년도 하반기 자체
장비검열 실시 계획을 통보하면서 7일간의 준비기간을 주고 2005.10.5.
○○○○과장외 2명이 소방차량 및 주요 소방장비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는바,
-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소방차량 강원○거 ○○○○호 담당 운전원은
평상시 예방점검․정비를 게을리 하여 소화용수를 소방차량 물탱크로 흡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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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관 개폐밸브의 작동이 불가능 하도록 관리하였고, 긴급자동차를 표시하는
경광등의 벨트가 단락되었으며, 화재현장에서 필요한 개인장구를 소방차량에
비치하지 않았고, 차량 내부 3개소가 부식되어 즉시 수리를 요하는데도, 이
를 방치한 사실이 있으며,

- 같은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소방차량 강원○○라 ○○○○호 담당 운전원은
불시에 발생하는 화재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자동 방수기능이
불가능 하도록 관리하였고, 후진등의 단락과 방수포의 측면이 누수되고 있
는데도,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지적사항을 보
완하도록 하고, 2005.10.10. 다시 장비검열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
하여 수리 및 정리를 완료하였다고 하나, 이는 평상시 소방장비에 대한 예
방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한 결과로 사전에 충분히 차량을 정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는데도 이를 실천하지 않은 것은 지시사항 미이행으로써 직무태만
에 해당되며,

- 또한, 소방차량의 모든 기능은 유사시 신속히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므로 평상시 정상 가동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화재의 진화는
최초 5분에 성패가 달려 있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과 장비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대형피해로 이어지므로 24시간 출동대기에 임하는 차량운전원은
매일 차량의 예방점검 및 정비를 실시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문책하지 아니하고 재발방지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소방차량의 모든 기능은 재난발생시 신속히 사용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므로 평상시 예방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시사항을 적극 실천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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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2】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동해시 ○○○○관리과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민방위기본법」제21조,「같은 법 시행규칙」제31조에서 제38조,「2005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소방방재청)」에 의하면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매년
10일, 총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후 3년차 이상인 비상소집훈련 대상자가 부
득이한 사정으로 비상소집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보충교육에도 불참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동해시(○○○○관리과)에서는 2005~2006년도에 각각 연1회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① 2005.3.30. 07:00 비상소집훈련을 훈련대상 민방위대 295개대 8,999명중
지역민방위대 242개대 7,597명은 10개동에서 선정한 마을회관 등에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직장민방위대 52개대 1,359명 및 기술지원대
1개대 43명은 각 직장대의 회의실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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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성과의 극대화를 기하고 응소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훈련지도
점검반을 시청 소속 6급 공무원 62명으로 편성하여 각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에
배치하고 그 훈련 상황을 지도․감독을 하였으나, 62명의 점검반원 중 43명
만이 훈련지도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13명의 점검반원은 훈련지도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훈련 실시상황과 불참자를 확인할 수 없는
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 또한, 훈련에 참석한 대원들에게 참석자 등록부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여
훈련 불참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43명의 점검반원
중 9명의 점검반원이 비상소집 등록부를 제출하고, 34명의 점검반원은 비상
소집 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 훈련 응소인원 확인이 불가능 하고, 특히 점검반의
보고서와 동사무소의 결과보고서 상의 훈련참석 인원이 서로 상이한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민방위전산시스템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지역민방위대의 훈련을 주관한 10개동에서 2차 보충교육을 마치고 최종
131명이 불참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주관부서인 재난안전
관리과에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 직장민방위대 52개대 중 동해시청 민방위대외 4개대에서 당초훈련에 130명이
불참하였다는 훈련지도 점검반의 보고서를 받고도, 2차 보충교육을 실시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다.
※ ○○동의 경우 훈련실시 결과보고(전자문서)를 하지 않았고, 훈련과 관련된
증거서류를 모두 분실하여 훈련실시 상황 확인이 불가능 함.

② 2006.3.15. 07:00 비상소집 훈련대상 민방위대 294개대 8,995명중 지역
민방위대 242개대 7,688명과 직장민방위대 51개대 1,209명 및 기술지원대
1개대 98명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면서
- 훈련 응소상황 확인을 위하여 훈련지도 점검반 24명을 편성하여 각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에 배치하였으나, 24명의 점검반원 중 22명만이 훈련지도
점검표를 제출하고 2명의 점검반원은 훈련지도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훈련 실시상황과 참석자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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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2명의 점검반원 모두가 비상소집 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훈련 응소인원 확인이 불가능 한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음은 물론 지역민
방위대의 훈련을 주관한 10개동에서 2차 보충교육을 마치고 최종 9명이
불참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접수하고도,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동해시 ○○○○공단의 직장민방위대에서 당초훈련에 2명이 불참하였다는
훈련지도 점검반의 보고서를 받고도,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특히
○○동 외 4개대에서는 지역민방위대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다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훈련불참자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주관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비상소집훈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처 분 요 구】
❍ 민방위대원은 자연재해 발생 등 위급한 상황에서 위기대응과 응급복구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평상시 훈련을 통하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훈련 불참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함으로써 참석자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법규연찬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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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3】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동해시 ○○○○과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 사후관리(과태료 미처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 추진 현황
- 2005년 : 7척, 390마력 ( 62,750천원)
- 2006년 : 5척, 320마력 ( 53,700천원)
나 어선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미처분 현황
과태료 처분 대상

어선변경등록
미처리(척수)

30일경과 후
변경등록(척수)

척 수

금액(천원)

계

4

2

6

1,800

2005년

3(○○○
, ○3,○○호)

-

3

900

2006년

1(○○○호)

2(○○1,○○호)

3

900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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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어선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선의
기관(엔진) 등을 변경 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2005년과 2006년도에 모두 12척에 대하여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선의 기관(엔진)을 변경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
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등록한 ○○1, ○○호 2척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 ○○3, ○○호, ○○호 4척의 어선 소유자에게 각 300천원씩 모두
1,800천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어선 소유자에게 사업이 완료되면 법 절차에 따라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변경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6척의 어선 소유자에게 1,800천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시고, 앞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
등록을 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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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4】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동해시 ○○○○과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재정상

조치】

【제

의

목】 자율방범대 운영비 예산집행 및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자율방범대 야식비 등 지출현황 (‘05년 1월 ~‘06년 7월 )
년도별
2005년

2006년

예산과목

지 출 액

내 역

301-04
(자율방범대 운영)
301-04
(자율방법대 운영비)
307-02
(자치단체 경상보조)

300,000×14대대×12월
=50,400,000
300,000×14대대×7월
=29,400.000
1,900,000×14대대
=26,600,000원

비고

야식비
야식비
야식비 21,000천원
유류비 5,600천원

나. 보조금 정산결과 (‘06년 8월 ~‘06년 12월 )
보조일

보조금액

보조목적

보조사업자

26,600천원 야간순찰활동 지원
○○동 방범대외
‘06.9.25 (900,000× ․야식비 21,000천원
13개대대
14대대) ․유류비 5,600천원

보 조 금 정 산 결 과
적정지출액(계좌입 부적정지출액
금및신용카드사용) (현금지출)
21,300천원

5,300천원

※ ‘06. 8월부터 유류비 지출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운영 (301-04)목에서 민간단체
경상보조(307-02)목으로 예산전용 후 자율방범대에 보조금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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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지방재정법」제30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
자치단체가 예산편성․집행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시달하는 예산
과목을 준수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제38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는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규정」에 따르면 방범대원 순찰대에 대한 야식비는 자율방법대 운영비
(301-04)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강원도재무회계
규칙」제50조에서 제61조에서는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27조에서 제29조, 「동해시보조금관리조례」제13조에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권자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 의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
었을 경우 시정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상기 1 “가”현황과 같이 2005.1월부터 2006.7월
까지 ○○동 자율방범대외 13개 대대에 근무인원 1인당 2,500원씩 79,800
천원의 야식비를 지출함에 있어 각 대대의 자율방범대 대장의 근무확인서
및 야식비 신청서에 의하여 통장 계좌로 야식비를 지출하면서 이에 대한
급식이 정당하게 이뤄어 졌는지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정당한 채주에게 야식비가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등 야식비 지출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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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06.7월까지는 자율방범대 운영비(301-04)목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하여 집행하였으나, 2006.8월부터는 상기 1 “나”현황과 같이 야식비 외에
유류비를 추가로 지출하고자「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여 민간단체 경상보조
(307-02)목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야식비 21,000천원, 유류비 5,600천원을
○○동 자율방범대외 13개 대대에 보조금을 지출하는 등 「세출예산편성지침」
에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2006년 보조금 정산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야식비 및 유류비를 집행하면서
5,300천원을 간이영수증으로 현금 집행함에 따라 정당한 채주에게 적정 집행
되었는지 확인이 곤란하는 등 보조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류에 부적정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공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도록 하시고, 부득이
하게 대표자에게 지출할 경우에는 적정 지출여부에 대한 증빙서를 확인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대로 집행하시기 바라며,

❍ 또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해시보조금관리
조례」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과 정산검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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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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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확장․교체등) 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급수공사 대행 등록업체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현황(‘05년)
(단위: 천원)
공 사 명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업체 계약방법 비 고

합 계 (10건)

502,876

469,901

소 계 (3건)

171,347

157,524

○○동 10통 배수관로확장

32,857

29,524

‘05. 4. 1 ○○기업

○○동(○○마을) 배수관로 확장

65,945

60,600

‘05. 8. 8

“

“

“

급수구역 블록화를 위한 유량계실 설치

72,545

67,400

‘05.10.31

“

“

“

122,254

115,710

○○정수장 고속침전기 퇴수배관 확장

17,963

17,060

‘05. 4.14 ○○건설

“

“

○○교하단 상수도관로 받침대 교체
○○ 이주민단지 서측 천태종~대구 IC간
노후관로 교체

31,273

30,020

‘05. 6.22

“

“

“

73,018

68,630

‘05.10.13

“

“

“

소 계 (2건)

103,301

97,417

○○해수욕장 인입 배수관로 확장

31,372

30,117

‘05. 6.17 ○○건설

“

“

○○○ 가압장~○○ 제각 노후관로 교체

71,929

67,300

‘05.10.13

“

“

소 계 (2건)

105,974

99,250

○○동 기아자동차~해안 도로간 노후관로 교체

73,887

69,400

‘05.10.19 ○○토건

“

“

○○동(16통) 마을안길 도로개수

32,087

29,850

‘05.11.11

“

“

소 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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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 2인견적

② 급수공사 대행 미등록업체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현황(‘05년)
공 사 명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업체

계약방법

비

고

합 계 (3건)

129,679

121,199

○○동 ○○아파트 서측
노후관로 교체

32,868

30,899

‘05. 8. 8

(합)○○○○
수의계약
(관내)

○○동 노봉굴다리일대
노후관로 교체

25,190

23,700

‘05.10.14

○○○○(주)
(관내)

“

“

○○ 흰등대~○○굴다리간
노후관로 교체

71,621

66,600

‘05.10.19

(주)○○○○
(관내)

“

“

상하수도
면허보유

③ 예정가격 3천만원 이상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계약현황(‘05년)
예 정 가 격
공 사 명
합계 (6건)
○○동(○○마을) 배수

계

계약금액
계약업체
공급가액 부가세 (변경)

428,945 389,950 38,995

65,945

59,950

○○이주민단지 서측 천태종
73,018
~대구IC간 노후관로 교체

66,380

관로 확장

○○대 가압장~삼척 제각

일대 노후관로 교체
○○동 기아자동차~해안
도로간 노후관로 교체
○○ 흰등대~○○굴다리간
노후관로 교체
급수구역 블록화를 위한
유량계실 설치

계약방법

2인 견적
참여업체

399,930

60,600 (주)○○ 수의계약
○○건설(주)
(57,717) 기 업 (2인견적)
68,630
6,638
○○건설
“
○○건설(주)
(77,495)
5,995

71,929

65,390

6,539

67,300

73,887

67,170

6,717

69,400

71,621

65,110

72,545

65,950

○

○

건설(주)
○

○

토건(주)

(주)○○
기 업
67,400 (주)○○
6,595
(65,791) 기 업
6,511

66,600

“

○○건설(주)

“

○○건설(주)

“

○○토건(주)

“

○○건설(주)

2.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 제3조, 제7조,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4조, 제26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치되,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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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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9-6,‘00.7.31)」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견적서를 제출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해시 ○○과에서 2004.12.16. 계약사무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자체 마련하여 시행한 「2005년도 계약사무 세부운용 방침」에 따르면 추정
가격 2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한 수의견적 제출 방법은 공고일 현재
동해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전자입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관련 법령․회계예규․동해시 자체방침에 따라 2천만원 이상
공사의 수의견적은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제한함이 없이 당해 공사와 관련된
면허보유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동해시( ○○○사업소)에서는 2005년도 시행한 관내 상수도 배수관로(확장,
노후 교체 등)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약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① 배수관로 공사를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 2005년도에

○○동 10통 배수관로 확장 등 13개 공사를 7개 업체를 대상으

로 총 591,100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내「급수공사 대행 등록업
체」로 자체 지정한 (주) ○○기업 등 4개 업체에 전체공사의 77%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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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469,901천원)를, 그리고 나머지 3개 공사(121,199천원)는 관내 상수도
공사 면허를 보유한 (합) ○○토건 등 3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동해시급수조례」제7조 및 제8조, 「동해시급수공사대행규칙」제2조에서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한「급수공사 대행 등록업체」의 급수공사 범
위는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한 노후 계량기 설치 및 교체(동파, 망실 등)나
급수신청 수용가(신규, 누수 등)를 위한 건물까지의 상수관로 연결 등 단순
시급성을 요하는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수도공사 면허(전
문건설업) 등을 소지한 자중 일부를 지정한 것이므로 배수관로 확장 및 교
체등 상수도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서 명시한 바와 같이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야 함에도,
계약법령 등에 어긋나게 자체 지정한「급수공사 대행 등록업체(4개 업체)」에
편중하여 시기적 또는 발주물량 등에 따라 공사를 배분하는 형식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3개 공사)는 급수공사 대행 등록업체가 기존 공사
등으로 인해 새로운 발주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한하여 관내 상수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조례 및 규칙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확대 적용, 특정업체인「급수공사 대행 등록업체」에 독점적으로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당하게 부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② 배수관로 공사 “수의견적 전자입찰” 미 이행
❍ 국가계약 법령 및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대상 공사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되, 3천만원 이상은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서는 아니되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해시의 「2005년도
계약사무 세부운용 방침」에서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대상
공사는「수의견적 전자입찰」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대상 공사는 전자입찰제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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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현황 ①, ②내역과 같이 2005년도에 동호동 10통 배수관로 확장 등 13개
공사 중 이원정수장 고속침전기 퇴수배관 확장공사를 제외한 추정가격 2천
만원 이상이 되는 수의계약 대상 12개 공사를 「수의견적 전자입찰」 방법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임의로 2인으로부터 서면 견적서를 제출받아
7개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위 현황 ③의 내역과 같이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 되는 북평동
(호현마을) 배수관로 확장 등 6개 공사의 경우에도 2인으로부터 서면 견적
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005년도 시행한 동해시 관내 상수도 배수관로(확장, 노후 교체 등) 공사등
13개 공사에 대한 계약 방법 및 업체선정에 있어서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급수공사 대행 등록업체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부당하게
일반 상수도 관련 공사를 급수공사 대행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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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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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학교 우유급식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05~’06년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현황
(단위: 학교수,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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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지방재정법」 제1조 및 제3조(개정전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합리적·효율적인 예산관리기법을
연구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권자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필요시 현지조사를 하여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함은 물론 관계자에게 질문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2005~200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의하면 「축산법」제33조 및 「낙농
진흥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장기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체위 증진 및 장기적인 우유 소비기반 확보 등 낙농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가정,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국비(70%)와 지방비(30%)를
지원하여 학생 1 인당 200 ㎖ 의 우유를 단가 270 원 이내에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연 250일(‘05: 300일) 기준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하되, 납품업체와
단가는 학교에서 결정(학교운영위원회 등)하고, 대가지급은 업체가 해당 학교
장으로부터 납품실적 확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그 근거에
의하여 대가를 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센터)에서는 농림부 지침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로 생활이
어려워 우유급식이 곤란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05년도 1,037
명(초등학생 823명, 중학생 214명), ’06년도에 1,421명(초등 838,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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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고교생 312명)등 연 250일(‘05: 300일)동안 총 2,458명에게 우유 공
급업체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대금은 관내

우유 등 6

개업체에 총 174,095,500원(’05년: 81,095,330, ‘06년: 93,000,170)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바,
- 이 건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함에 있어, 학교에서 선정(공급
단가 포함)한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우유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기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방학기간 중에도 급식이 진행되는 점이
다르고 또한, 대금 지급의 경우도 해당 업체에서 학교장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결과에 근거하여 동해시에서 해당업체에 정산급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등
우유급식 방법과 대금 정산 절차가 일반 학생들과 다르므로 보조권자인 동해
시장은 농림부지침에 따라 각 학교별로 해당업체를 선정하여 당해연도 3월
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1년 단위로 체결한 우유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납품
계약서” 조건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급식과 대금정산 방법, 또한 방학
기간 중에도 실시하는 급식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급식과
대금정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동해시 26개 초․중․고교에 우유를 납품하는 5개업체 중 ○○여자
중학교와 ○○우유(업체명: ○○○)간에 체결한 “학교급식 납품계약서”에 의
하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관련한 위의 주요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급식내용만 명시되어 있는 등 계약체결 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우유급식을 하였고,
- 특히, 방학기간 중에도 우유공급 업체에서 매일 또는 일정 기간급으로 학생
들의 거주지로 직접 배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보조권자인 동해시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고 우유급식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사실 확인 등의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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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앞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 학생들에 대한 우유급식이 기본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또한 수혜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우유제공 업체와
해당학교 간에 체결한 “학교급식 납품계약서”의 계약조건에 우유급식 방법
(학기 및 방학중)과 대금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기 바라며.
❍ 또한, 방학기간 중에 제공되는 우유급식의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실태 확인을 통하여 미비한 사항은 보완조치 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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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7】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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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방송시설 임차 및 위탁관리 용역계약 체결 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06 대외행사 방송시설 임차 및 방송시설 위탁관리 용역현황
(단위: 천원)
용 역 명
계
대외행사 방송시설
장비임차
방송시설 위탁관리
(본청, 산하기관)

품의금액 품의일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방법
41,617

37,300

21,991 ‘05.12.27 ‘05.12.30 19,700
19,626

계약상대자

“

“

17,600

1인 견적
한국○○동해
수의계약
“

“

2. 내 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되,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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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및 기타 계약의 경우
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제36조(개정전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개정전
제30조) 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고, 2005~2006년도 위 지침에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에서 집행
하도록 되어 있다.
❍ 동해시(○○○○담당관실, ○○과)에서는 2005.12.27. 2006년도 대외행사용 방송
시설 임차 및 본청․산하기관 방송시설 위탁관리 용역 등 2개 분야 계약 건을
각각 21,991천원과 19,626천원에 품의한 후, 2005.12.30. 관내업체인 “한국
동해” 와 대외행사용 방송시설 임차는 19,700천원에, 본청․산하기관 방송
시설 위탁관리 용역은 17,600천원에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 이 건 관련하여

담당관실에서 작성하여 2005.12.27. 시장이 결재한

「원활한 행사지원을 위한 방송시설 위탁관리 운용계획」에 의하면 방송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 부재로 인하여 동해시 보유 방송시설 장비의 유지 보수와 대외
행사용 방송시설․장비 임차 등 2건의 관리시스템을 자격 등 여건이 구비된
관내업체와 총 41,617천원의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원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할함이 없이 통합발주 계약이 되도록 일괄 품의하여
계약을 의뢰함이 바람직함에도, 동일한 날짜인 2005.12.27.에 각각 분할 품의
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또한, 위 2건의 계약 건 중 「본청․산하기관 방송시설 위탁관리 용역」건은
민간위탁금에서 계약 및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집행이 제한된
일반운영비에서 부적정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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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부서인

과에서는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 한 2건이 시기적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보더라도 통합발주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합하여 제한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경쟁입찰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
정하지 못할 경우에 지방계약법 등의 예외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
여야 함에도,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각각 분할하여 동일 업체와 부당
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사항별로 분할함이 없이
통합 발주하여 추정가격에 따라 적정한 계약절차(경쟁, 소액수의)를 이행하시고,
관련예산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정 과목에서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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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8】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동해시 ○○과

【시 행

년 도】

2004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추징 63,158천원

【제

목】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중과세(취득세)부과 누락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중과세(취득세) 추징 대상
건 축 물 (과 세 대 상)
소재시

소유주
합

○○동 845

2. 내

○○○

취득일

과 표

계

추 징 세 액
세
액
합 계
취득세

농특세

579,567,390 63,158,230 58,058,060

5,100,170

‘03.7.3

274,957,370 31,235,110 28,815,500

2,419,610

성노래세상 ‘03.12.26

126,110,020 13,216,320 12,106,560

1,109,760

가요궁 ‘04.7.23

178,500,000 18,706,800 17,136,000

1,570,800

노래방

○○동 1075-1 ○○○
○○동 935

상 호

(단위 : 원)

용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제4호 및 제112조의2제1항,「동법 시행령」제84조의
3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1,000분의 100으로
하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으로 된 경우는 세율 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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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과)에서는 2003.7.3. ○○○(○○동 ○○-○번지 거주)이 동해시
○○동 ○○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을 2,424,401,340원에 취득한 후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농특세 포함) 76,611,070원을 자진신고 하였
으나, 2004.12.27.부터 위 ○○○이 취득한 건축물에서 “○○노래공원”이라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1,000분의1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1,235,110원을 중과세하여 추징하여야 함에도, 2년
1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2003.12.26. ○○○(○○동 165-9번지거주)이 동해시 ○○동 1075-1
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을 126,110,020원에 취득한 후 1,000분의 20에 해당
하는 세율로 취득세(농특세 포함) 7,314,380원을 자진신고 하였으나, 2005.6.4.
부터 위 ○○○이 취득한 건축물에서 “○○○노래세상”이라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1,0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하여 취득세 13,216,320원을 중과세하여 추징하여야 함에도, 1년 4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 동해시 ○○동 ○○○번지에 위치한 ○○○(○○동 ○○-○거주)의 건축물의
경우에도 2004.7.23. 178,500,000원에 취득한 후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농특세 포함) 10,353,000원을 자진신고한 바 있으나, 2004.10.22.
부터 위 ○○○가 취득한 건축물에서는 “○○가요궁”이라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1,0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하여 취득세 18,706,800원을 중과세하여 추징하여야 함에도, 2년 3개월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총 3명(○○○, ○○○, ○○○)이 당초 취득세를 자진신고할 때와 달리 해당
건축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취득세 63,158,230원을 중과세
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등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이 건 과세 누락된 취득세 등 63,158,230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징하시고,
앞으로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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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9】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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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공동지원사업비 지원현황
지원일

지출액(원)

사 업 명

계

124,500,000

2002.2.21.

20,000,000

2003.1.24.

1,500,000

"

2004.2. 2.

20,000,000

"

2004.5.25.

51,000,000

○○마을 성황당 신축비

2005.2.18.

2,000,000

○○동 풍어제 지원금

2006.2. 8.

30,000,000

○○○풍어제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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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② 협의체 운영비 지원 현황
연도

지출액(원)

계

39,848,860

2000

3,960,440

-

2001

5,508,420

-

2002

6,490,000

-

2003

7,330,000

-

2004

8,060,000

-

2005

2006
(2월~6월)

지출적요

비고

5,860,000

설선물비용
경조비
식대
전화요금
교수 감사패
컴퓨터 수리비 등

: 1,400,000
: 1,500,000
: 2,022,000
:
597,300
:
120,000
:
220,000

2,640,000

설선물비용
경조비
식대
전화요금

:
:
:
:

669,970
600,000
883,000
487,030

③ 지원협의체 구성현황
구분

시의회

지역주민

인원

의원

대표 등

전문가

비고
* 위원 구성기준

12인

2인

9인

1인

- 시의회의원, - 지역주민대표(과반수이상)
- 전문가 2인

2. 내

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의 집행 부적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
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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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별표
3(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중 기타사업은 기타 소득증대·
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며,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관리사업소)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해시폐기물종합단지주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에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2007.1.10.현재까지 1,452,024천원을 조성하여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인 ○○동 ○○통1반~8반, 144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위 기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변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지원사업의 종류는 「같은 법 시행령」(별표 3)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에 한하되,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증대·복리증진·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로 ○○동 풍어제
지원금으로 5회 73,500천원, ○○마을 성황당 신축비로 1회 51,000천원을
각각 집행하였는데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
원사업의 종류(별표3) 중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어떠한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특히 기타사업의 소득증대·복리증진 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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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바, 관계법령에 위배되게 주민지원기금의 공동지원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주변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
른 지원협의체 운영 등의 필요경비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비용(주민지원기
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사용)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이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0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39,848천원의 협의체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에 의하여 주민지원기금 월 수입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체적인 운영비 집행계획에 따라 필요 경비만을 한정하여
지원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검토없이 한도금액 전액을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의체가 사용한 운영비 사용내역에 있어서도 운영비로 집행이 불가능한
협의체 위원의 경조사비 및 명절 선물비로 4,169천원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 협의체 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고,
- 또한, 기금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바, 당해연도 지출분에 대한 원인행위는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2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전년도분 운영비 7,840천원을 집행하면서 익년도 초에 원인행위를 하여
회계연도 구분없이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②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부적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원협의체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의회의원, 주민대표(정원 중 과반수이상)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며, 폐기물매립시설의
지원협의체 정원은 조성면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1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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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관리사업소)에서는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이나 주민지원기금
사업의 지원 규모와 종류 협의 등 주민지원기금 운용과 관련한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주민지원협의체위원은 총 12인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원 2인, 마을주민대표 9인,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법령에
정한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2인중 1인을 감사일 현재 미위촉 한 채 운영
하고 있는 등 협의체 위원 구성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③ 기금관련 법령의 의무이행사항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동해시(○○○○관리사업소)에서는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을 운용
하면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각각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
회계연도 마다 작성·보고 하도록 되어있는 기금운용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포함) 및 결산보고서 작성 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기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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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금회계관직 미지정, 재정보증 미설정 및 공인 미등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는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고, 「동해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해시공인조례」제3조 및 「동해시재무회계규칙」제103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
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하며,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을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관리사업소)에서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공인등
록 및 출납원 인감의 금고 신고 후 사용 등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기금이 설치된 2000년부터 7년여가 경과된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직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운영되고 있음은 물론, 2004. 8월 이후부터는 출납 상황이
장부에 기재조차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없이 기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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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별도로 직명을 각인하여 공인등록한 후 사용
하여야 하나, 공인 등록과 금고에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동해시○○○○관리 사업소장의 직인을 사용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등 기금업무를 상위법령에 위배되게 운영하고 있다.

【처 분 요 구】
❍ 주민지원기금은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
도록 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법령에 정한 주민대표 추천
전문가 중 미위촉된 1명을 조속히 위촉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금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이행 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기금회계관직 지정, 기금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및 공인 등록 등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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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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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 동해시민장학기금 운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기금 조성현황 ('06.12.31.현재)
- 기금조성 총액 : 2,277,278천원
- 기금지출 총액 :
- 기 금

553,749천원

잔 액 : 1,723,528천원

(정기예탁금 1,650,000천원, 보통예금 73,528천원)
※ 기금설치 근거 : 동해시민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 내

용

① 기금관련 법령의 의무이행사항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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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동해시민장학기금을 운용하면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각각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장학기금이 설치된 1993년 이후 13년이 경과된 감사일현재까지 관련법령을
위배한 자체 조례를 근거로 하여 결산보고서를 자체 운영위원회에만 보고
하고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 회계연도 마다 작성·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서(세입·세출
예산서 포함) 조차도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기금을 운용한 사실이 있다.

② 기금관련 공인 미등록 및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미설정
「지방재정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으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는 기금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고, 「동해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해시공인조례」제3조 및 「동해시재무회계규칙」제103조제1항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
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하며,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을 미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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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과)에서는 위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인등록 및
기금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기금회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난 199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인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과 출납원 인감을 거래 도장으로 등록하여 함께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납원 도장만을 부당하게 사용하였고,
자체 조례(제11조)에 의하여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회계공무원이 각각 지정되어 있음에도,
1993.부터 13년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시민장학기금의 기금출납원과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기금을 관리·
운용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기금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기금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의 의회제출 등 의무이행 사항을 이행함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공인 등록 및 기금회계사무처리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을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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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1】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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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6년 ~ 2007년

【행정상

조치】 주

【재정상

조치】

【제

의

목】 ○○ 다목적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건축위치 : 동해시 ○○동 ○○-○○번지
❍ 건 축 주 : 동해시장
❍ 계약금액 : 70,658천원(감리비) 1,658,928천원(공사비)
❍ 건축용도 : 숙박시설, 2동 18실
❍ 연 면 적
⇒ 코티지B형 1층(목조) 26.4㎡, 연립형A형 1층(목조) 140.58㎡, 연립형B형
3층(철근콘크리트조) 919.42㎡
❍ 책임감리자 : ○○시 ○○면 ○○리 54번지 ○○○○○(주) 대표 ○○○
❍ 공사시공자 : ○○시 ○○동 858-2번지 (주)○○ 대표 ○○○

2. 내

용

❍ 동해시 ○○동 ○○-○○번지의 ○○ 다목적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의 추진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6.7.21. 계약, 2006.7.24. 착공하여 2007.1.19.
준공예정(2007.1.1. 동절기로 공사중지)으로 ○○○○○(주)에서 감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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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면책임감리용역과 2006.7.5. 계약, 2006.7.11. 착공(2006.12.29. 1차
설계변경 시행결의)하여 2007.1.7. 준공예정(2007.1.1. 동절기로 공사 중지)
으로 (주)○○에서 공사시공 중인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부적정
하게 추진하였다.

① 건설(건축 등)공사 및 전면책임감리용역 일상감사 미이행
❍「동해시 일상감사 운영규정(2003.7.2. 훈령 제261호)」에 의하면 市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30백만원 이상의 용역과 300백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및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공사 발주의뢰 예정일
20일 전까지 감사부서에 요청하여 시공공법 및 구조계산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공사수량계산 및 단가산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감리용역과
업지시서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공사 발주의뢰 예정일 20일 전까지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요청
하여야 함에도,
❍ 동해시(○○○○과)에서는 망상 다목적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
하면서 2006.5.(일자불명) 시행 결의하여 2006.7.5. (주)○○ 대표 ○○○과
1,659백만원(연립형 B형 3층 919.42㎡)에 공사계약 체결하였고, 2006.
6.19. 시행 결의하여 2006.7.21. ○○○○○(주) 대표 ○○○과 71백만원에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② 건축공사 감리용역비 산출 부적정 및 예산낭비 초래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감리를 함에 있어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대하여는「같은 법 시행령」제50조제1항1호에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공항, 항만, 철도 등 주요 22개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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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 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결재권자(시장)의 방침결정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방침결정
없이 임의로 총공사비 1,658,928천원(도급금액)의 동사업에 대해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전면책임감리 대상
으로 용역비 55,513천원에 발주하였고,
또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용역대가기준을 적용 시에는 19,968천원의
감리 용역비가 소요되는데도,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35,545천원(건축분야 낙찰율 적용)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③ 공사감리원 배치계획 부적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32조 및「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되어야 하며,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감리원 수를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2006.6.19. 책임감리용역 시행 결의한 용역 설계서에
의하면 당해 공사내용, 공사추진 진척상황, 공사비 집행규모 및 공종별 현장
실정을 감안하여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분야 및 품질관리자 등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건축, 전기분야 상주감리원 2명과 비상주감리원 4명
만을 배치하는 등 공사감리원 배치를 부적정하게 계획한 사실이 있다.

④ 품질시험계획서 미제출 및 품질관리자 미지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초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을 지정 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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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과)에서는 연립형 B형 3층 건축물공사(연면적 919.42㎡)를
추진하면서 본 공사의 건축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위 건축물(연립형 B형 3층 연면적 919.42㎡)의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초급품질관리원 1명 이상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⑤ 부실공사에 대한 조치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5조 및 「지방
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제195호)」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는 설계도서등 계약내용에 따라 철저히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 및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할 경우 즉시 재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 공사 현장을 2007.1.18. 확인한 결과, 계단 및 벽면 등의 부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게 가급적 낙하 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리는 짧게, 낙하속도는
느리게, 면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까지 차도록 진동기로
일정하게 다지기 하여 콘크리트 양생 후에도 요철(불량시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15개소 6.43㎡에 요철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 설계도면상에는 3층 투룸(Two Room)에 통로 개구부를 설치하도록 설계
되어 있으나, 설계도면 미숙지로 인하여 통로 개구부 2개소 4.44㎡
(1.04×2.14×2개소)를 콘크리트 옹벽으로 양생한 후, 다시 개구부 콘크리트
옹벽을 파쇄하고 배근된 철근을 절단하는 등 개구부 설치를 재시공한 사실이
있으며,
- 건축공사 시방서(제4장 조적공사, 4-2-3)에 의하면,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 이상 물리도록 설치하고,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58개소에 78.15m가 벽에 10㎝ 정도 물리도록 부실하게
시공한데 대하여 즉시 재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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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설계변경에 대한 조치 소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 공사 현장을 2007.1.18. 확인한 결과, 망상 해수욕장 주변에는 전체가
모래임에도, 진입도로 포장공사 시 보조기층 모래 136㎥에 4,067천원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내역서상에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고,
- 건축 기초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잔토처리량 317㎥은 당초 10㎞ 이내 운반
거리를 적용하였으나, 실지 현장주변에서의 잔토처리가 가능함으로 2,220
천원의 설계금액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 노출 천정 마감 면처리는 콘크리트 면처리(시멘트 풀칠)한 후에 페인트로
마감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시멘트 풀칠한 후 페인트 시공 시에는
사후 박리 등의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멘트 풀칠을 하지 않고
페인트로 마감 처리하여야 함으로 사실상 152㎡의 시멘트 풀칠공사 소요 경비
1,061천원이 과다 계상되는 등 총 7,348천원의 과다 설계된 부분을 설계
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및 전면책임감리용역을 할 때에는 시공공법, 구조계산ㆍ단가산출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일상
감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시고,
- 건축공사 감리용역비 산출시에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함으로써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본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 받고, 초급품질관리원
1인 이상을 지정 배치하여 추후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에 대책을 강구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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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면 요철(곰보 불량시공) 등의 부실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해지 후 조속히 보수ㆍ보강 조치하시고, 건축 기초공사의 잔토처리량 등에서
발생된 과다설계 7,348천원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시공자(시공회사 포함)와 전면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자(감리회사 포함)에게는 부실공사 부분이 구조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경미한 행위인 점을 참작하여 부실벌점 등의 행정조치를 유예
하니, 빠른 시일내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고, 향후 부실하게 시
공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연찬과 이건 관련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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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2】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동해시
【시 행

년 도】 1999년 ~ 2007년

【행정상

조치】 주

【재정상

조치】

【제

○○과

의

목】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 사 명 :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 공사개요 : 처리장 : Q=55,000㎥/일, 차집관로 34.5㎞,
중계펌프장 6개소 (북평, 천곡, 부곡, 묵호, 어달, 망상)
❍ 공사기간 : ‘99. 8. 13 ～ ’08. 12. 31
❍ 시공업체 : ○○○○(주), ○○○○건설(주), ○○○건설(주), ○○건설(주), (주)○○
❍ 감리업체 : (주)○○○○공사
❍ 사 업 비 : 95,157백만원

2. 내 용
❍「하수도법」제5조의2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의하면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을 10분의2 미만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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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환경부, 2003.12)」Ⅳ.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유의할 사항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또는 하수처리인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용과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환경부, 2005.9)」Ⅵ.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종합시운전을 하고,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인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Ⅹ.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의 민영화에 따르면 처리시설
운영인력은 이미 민영화된 처리시설의 실적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산정
하여야 하고,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간위탁관리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환경부 감사 한국상하수도협회, 2006)에 의하면
시운전시 소요되는 직접경비 계약사항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전력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하고,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설치자가 부담하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별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현장 단속․점검실명제 세부시행지침(2000.10.1)」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현장의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은 단속․점검방문일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리업무수행지침서」제8조에서는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불합리한 부분,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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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과)에서는
1986.5.23.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1994.3.1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동해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설계 성과품을 송부받았고,
1996.3.27. (주 )○○기술공사 (대표 ○○○)와 계약하여 (계약금액 935,200
천 원) 1996.3.27. 착수, 1997.7.9.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아, 1997.12.17.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인가를
받았으며,
1999.8.9. ○○건설(주)(대표 ○○○)과 계약하여(계약금액 7,796,030천 원)
1999.8.13. 착공, 2000.8.12. 1차분 준공예정(2008.12.31 : 준공기간 연장)으로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추진하였고,
2002.11.28. 환경부장관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
하여 2003.6.10.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변경인가(시설용량 : Q=55,000㎥/일,
계획하수량 : 1단계, 54,444㎥/일)를 받았으며,
2004.1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시설용량 : Q=55,000㎥/일, 계획하수량 : 1단계, 40,342㎥
/일)을 변경한 후, 2005.9.21.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위탁관리비 산출을
위한 (재)○○○○관계연구원 (대표 ○○○)와 계약하여(계약금액 18,000천 원)
2005.9.26. 착수, 2005.11.9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원가 산정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았고,
2005.10.14. 및 2005.11.18.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2회에 걸쳐 제출
하였으나, 시설물 하자관련사항 재검토 등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류
및 부결되었다가 2005.12.23.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2005.12.31. 종말처리장의 시설물은 완료되었으나, 차집관거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어 전체준공은 2008.12.31.로 예정되어 있으며,
2005.11.20.∼2006.11.20. 기간 중 6개월간 시운전(정상 및 임시)을 실시하여 시운
전비 46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이후에는 2007.3.31. 운영주체 선정에 의한
민간위탁할 시점인 2006.11.20.∼2007.3.30.까지 운영에 필요한 시운전비용은
430백만 원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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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6.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2회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계류 및 유보되었다가 2006.6.16. 위 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어 2006.6.22. 조례를 공포하는 등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① 실시설계용역 부적정 및 검수 소홀
❍ 실시설계용역보고서의 시추조사는 시추지점에서 토층의 수직분포 상태, 지하수
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하였고, 차집관로 구간 42개소를 시추한 결과에
의하면 토층분포는 상부로부터 매립층, 퇴적층, 풍화잔류토층, 풍화암층 및
연암층으로 조사된 결과만 있고, 차집관거시설의 공법은 A-L라인별로 조립식
간이 물막이공, SHEET PILE공을 채택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시가지
구간과 지하수위 구간에 대한 적합한 공법의 채택없이 실시설계용역성과품이
부실하게 납품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없이 검수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②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조치 소홀
- 2003.6. 하수도정비 설치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하수도정
비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하수량,
계획인구, 처리인구 등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범위를 초과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2007.1.26)까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설치계획 인가상의 차이점>

계획인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04.11)
1단계 : 108,100

설치계획 인가
(‘03.6)
1단계 : 116,900

증 8,800

처리인구

1단계 : 100,500

1단계 : 109,830

증 9,330

구 분

계획하수량 1단계 : 40,342㎥/일 1단계 : 54,4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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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

증 14,102(34%)

③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감리업무 소홀
- 당해 공사는 공사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현장의 책임감리자
또는 현장소장은 단속․점검방문일지를 비치하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2000년~2001년(2년간), 2003.5월은 단속․점검
방문일지의 기록사항이 전혀 없고, 또한 2002년과 2006년의 경우 기록
되어 있는 사항도 형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단속․점검방문일지의 관리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 설계서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고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1999∼감사일
현재(2007.1.26)까지 당초설계의 누락 및 오기(2건/372백만원)과 찻집관로
공법변경(1건/21,078백만원), 신규공종(10건/1,861백만원) 등 총 23,108백만
원의 증액사항이 발생되는 등 감리업무지침서에서 정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④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계획 부적정
-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종합시
운전을 하고,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간 시운전 과정을 보면, 당초 계획상 시운전 운영기간은 2005.11.1.∼
2006.4.30.까지 6개월로 되어있으나, 실제 종합시운전은 준공예정일(2006.12.31)
13개월 전부터인 2005.11.1.∼2006.11.20.까지 정상운영 및 임시운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상 시운전기간은 2005.11.1.∼2005.11.30. (1개월)과
2006.8.7.∼2006.11.20. (3개월 13일) 등 총 4개월 13일을 운영하였고, 임
시 운영기간 (설계에 계상된 연인원의 범위내에서 최소 인원의 인건비만 지급)
‘05.12.1-’06.8.6(8개월 6일)로 시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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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22. 「하수도종말처리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잔여기간(5개월)에 시운전을 하면서 업체선정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2006.8.7.부터는 하수를 유입시켜 시운전하면서 동일기간에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방침결정을 하려 하였으나, 방침결정이 지연되었고, 또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므로 시운전을 중단할 수
없는 상태가 이어졌고,
이후 2006.12.21. 운영업체 선정할 때까지 시운전 업체인 시공사에 임시
대행운영을 맡긴다는 내용으로 “종합시운전 완료에 따른 후속대책 보고
(시장 결재)”에 의하여 2007.3.30.까지 임시운전을 시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운전의 계획과정에서 관련 조례 제정과 위탁업체 선정 지연 등으로
임시운영에 의한 전기료 49백만원(6개월간)의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시의회의 승인사항 (민간위탁동의 및 운영조례 제정 등)의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수종말처리장 시운전계획을
추진하므로 행․재정상 손실을 가져온 사실이 있다.

- 또한, 처리시설 운영인력은 이미 민영화된 처리시설의 실적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민간위탁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관련지침에 따라 2005.9.21.(재)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을 계약금액 18백만 원에 ○○○○관계연구원과 체결하여
2005.11.9.으로부터 성과품을 납품받은 상태이나, 2006.8.7. 하수유입부터
6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2007.1.26.)까지 위탁업체 선정을 하지 못하는 등
위탁업체 선정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설치계획 인가사항이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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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점검
․
방문일지의 관리 및 기록을 소홀히 한 감리원에 대하여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 하수종말처리장의 위탁 처리비용의 산정은 용역결과 및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처리시설의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하고, 또한,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특혜의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선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더불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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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3】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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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6년 ~ 2007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감액 15,853천 원

【제

목】 ○○어촌 관광단지 조성 공사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수 급 자
업체명
대표자
(천 원)
(계약일자)
(주)○○기
○○어촌관광단지
‘06.3.29~‘06.5.17 술용역단 ○○○
실시설계
1
식
52,964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06.3.23)
○○기술단 ○○○
○○어촌관광단지
‘06.8.17~‘
07.4.14
포장 7,742㎡ 1,357,290 (‘06.8.10)
(주)○○ ○○○
조성공사
공사(용역)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같은 법 시행
규칙」제6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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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7조 및 제64조, 제75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서류(계약서,
설계서)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실시설계 대상사업의 총 공사비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공사․제조의 계약에 있어서 공사
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6조에
의하면 지상․수중․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물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되,
주차장중 특별시장․ 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1,000㎡ 미만의
주차장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어촌․어항법」제8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
경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경우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
조의 개발행위허가와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
를 의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어항개발사업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 동해시(○○○○과)에서는
- 2002.11.18. 동해시 ○○동 ○○○번지 외 12필지와 공유수면 등을 어항
법 제6조에 의하여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를 하였고,
2004.9.「어촌관광단지사업 추진계획서」및 2006.2.8. 「○○ 어촌관광단지
조성 세부 추진계획」수립하여 결재권자인 시장의 결심을 받아 2006.3.23.
(주)○○기술단 (대표 ○○○)외 1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6.5.27.
○○어촌 관광단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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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7.24. 강원도(환동해출장소)로부터 2,000백만 원(국비 1,000, 도비
500, 시비 500)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06.8.10. (주)○○(대표 ○○○)와 ○○어촌관광단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
하고 2007.4.14.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①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
- 2001년도(일자 미정)에 이미 설치(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주차장의 정비를
위하여 유색 칼라아스콘 포장을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 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나, 주차장의 면적이 1,574㎡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주차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정하게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② 실시설계용역 검수 소홀
- 토공수량 산출에 있어 흙운반(순성토) 4,459㎥을 10㎞에서 운반하여 오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흙운반(순성토) 3,378㎥만이 소요되고
1,281㎥(토적표상 1,081, 배수공 잔토 200)는 공사현장 내 유용이 가능함에도,
4,459㎥이 모두 순성토하는 것으로 산정함으로써 4,630천 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 당해 공사현장은 토량이 부족하여 순성토가 필요한 현장이고 현장에 부합
되지 않는 토량 638㎥만 사토하여야 하나, 2,251㎥으로 사토 수량을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11,223천 원이 과다 계상되는 등 총 15,853천 원 상당액(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음에도, 설계도서 등에 대한 적정 산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등 실시설계용역 검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③ 실시설계용역 준공검사업무 부적정
-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을 기술직공무원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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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7급

○○○)에게

임명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2006.5.17. 용역수행 업체인 (주)○○기술단(대표 ○○○)외 1개업체에서 제
출한 준공검사원에 대하여 공사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6급 ○○○)으
로 하여금 실시설계용역 성과품을 준공검사케 함으로써 사실상 공사의 적정
성과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자가 부적정하게 준공처리하였
고, 이로 인하여 상기 ②지적사항과 같이 준공검사 시 과다설계 부분에 이상
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15,853천 원 상당액이 낭비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준공검사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④ 공사감독업무 소홀
- 당해 공사는 순성토 운반 및 사토량 산정 착오로 인하여 총 15,853천원 상
당(제경비 포함)이 과다 반영되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도시계획구역내의 주차장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대진어촌 관광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 실시설계용역 성과품 검수 소홀(토공량 산정착오)로 과다 계상된 15,853천 원은
설계변경에 의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하시고,
❍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용역)의
적정성과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검토․확인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이 맡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과 더불어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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