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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3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신분상 조치]

2명

[제

기구설치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목]

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하고, 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 하고,
과는 6급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시ㆍ군 본청의 실ㆍ국 및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고, 설치기준은 "인구10만
미만(도농복합형태)에 해당하는 삼척시의 경우 실ㆍ국은 2개 이내, 실ㆍ과ㆍ
담당관은 18개(여유기구 1개 포함)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같은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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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고,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실과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

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① 동굴개발기획단 운영 부적정
삼척시(○○과)에서는 2003년 9월에 별도의 기구 및 정원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5급이하 공무원 인사조정계획"만을 수립하여 산업건설국 소속하에
「동굴개발기획단」을 임의로 설치하고 단장과 담당의 직급체계가 맞지 않게
2003.10.27.자로 단장에 토목6급 ○○○을, 기획담당에 행정6급 ○○○을, 개발
담당에 토목6급 ○○○을, 7급 이하 3명 등 총 6명을 부당하게 배치 운영하다가,

2004.5.18 "물골생태공원(동굴개발)조성사업 추진"목적으로 강원도에 기구 및
정원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수행기능이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소
설치가 불가능함을 통보 받고도,
2004.11.15 동굴개발기획단장 토목6급 ○○○을 토목5급으로 자체승진 임용
하였으며, 그 후 1개월이 지난 2006.1.2 행정6급 ○○○('05. 9월 5급 승진시험
합격자)를 또다시 동굴관리기획단장 직무대리로 임용한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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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개발사업단 하부기구 설치 및 운영 부적정
2001.11.10. 도계지역 장기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 산업건설국
소속하에「도계발전 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단장 밑에 "현안대책지원팀"과
"탄광지역개발팀"을 두고 총 7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방침결정 해 놓고,

2001.11.12. 단장(행정5급)은 광산경제과장이 겸직하고, 현안대책지원팀장에
행정6급 ○○○을, 탄광지역개발팀장에 토목6급 ○○○을, 기타 행정7급 3명,
토목7급 1명, 자원7급 1명을 도계읍사무소 3층 현지에 기동 배치하여 운영 하였으며,

그 후 2003.10.27. 기구명칭을 변경「도계발전추진본부」로 확대하여 본부장
밑에 개발기획부(총괄기획팀ㆍ지역개발팀)와 개발사업부(레져시설팀ㆍ사업팀)를
추가 신설하고 본부장에 행정5급 ○○○을, 개발사업부장 행정6급 ○○○를
개발기획부장 행정6급 ○○○를 임용하고 그 하부조직인 기획팀장에 행정6급
○○○, 사업팀장에 토목6급 ○○○, 현안대책지원팀장에 행정6급 ○○○을
임용 후 2개월이 지난 2004.1.1.자로 개발기획부장 ○○○와 개발사업부장 ○○○를
각각 행정5급으로 자체 승진 임용하여 정식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로 2년간을
운영해 오다가,

2004.5.18. 1소 4담당으로 정원 21명 (5급 1, 6급 4, 7급 3, 8급 5, 9급 8)을
신청 하였는데 같은 해 7. 19일 강원도에서 한시기구로(2007.6.30까지) 설치
승인하면서 타 자치단체의 유사 기구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성격상 본청에서
기능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구 명칭을「○○○○○○단」
으로 변경할 것과 단장 5급 1명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증원 책정하고 나머지 6급이하 정원 20명은 자체조정토록 승인을 받아 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감사일(2006.1.13)현재 지역개발사업단장(행정5급) ○○○ 밑에 기구 및 정원이
없는데도 직급체계에 맞지 않게 총괄사업부장(행정5급) ○○○를 임용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위배하여 조직 및 인사를
편법적으로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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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
앞으로 기구 및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실ㆍ국 및 실ㆍ과ㆍ담당관의 수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가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시기구 설치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설치조례에
반영 후 운영하시기 바라며,

현재 법령기준을 초과하여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의기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게 조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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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0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신분상 조치]

2명

[제

삼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목]

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령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기금의 운용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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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과)에서는‘00.8.5.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삼척사랑상품권"이라는 자치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의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의 남발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을 받아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에도,

'00.8.5일 "삼척시 상품권 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00.9월 시정조정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00.12.14일 "삼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규정"을 발령하고
'00.12.23.부터 "삼척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시행하면서,
삼척사랑상품권의 발행과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법에서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만 규칙(훈령 포함)을 제정할 수
있으나, "삼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규정"인 훈령을 임의로 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던가 기금 등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함에도,

기금으로 설립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삼척사랑상품권운영기금"이라고 칭하여
○○○○과장을 회계관리책임자로 하고 회계관리담당자는 시ㆍ 읍면동 업무소관
담당자로 하며 회계관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계좌에서 설치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의 보통예금통장(○○○○○ 000-00-000000 ○○○○상품권운영기금)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삼척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규정" 제8조에서 ○○○○상품권의 각 재원은 일반
회계 세출예산, 삼척사랑상품권 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입결함 발생시
일반회계 전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하고 상품권 운영이 원활치 못할시 일반
회계 또는 기금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자체적인 훈령을 발령하여 무분별하게 회계관리를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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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일 현재('06.1.16일) 동 상품권의 관리와 운영상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상품권은 총 4회에 걸쳐 170,000매, 1,825,000천
원을 발행하여 이중에서 34개 판매점에 139,500매, 1,320,000천원을 배부하고
나머지 30,500매, 505,000천원은 시금고인 ○○○○○○소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이며,

판매점에 배부된 139,500매, 1,320,000천원중 131,508매, 1,200,915천원을
판매하고 나머지 7,992매, 119,085천원이 판매점에 잔량으로 남아 있으며, 판매액
131,508매, 1,200,915천원중 회수된 상품권은 121,149매, 1,115,005천원(회수율
92.1%)이며 나머지 10,359매, 85,910천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동 판매는 농협시청출장소 등 27개 판매점과 지정계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과에서는 시청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권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반출하여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 및 계좌이체로 판매하여 지금까지
('05.12.31일 현재) 총 89,588매, 802,738천원 (5천원권 : 30,638매, 153,190천원,
1만원권 : 57,449매, 574,490천원, 5만원권 : 1,501매, 75,050천원)을 직접
판매하였으며 이중에서 현금으로 직접받아 판매한 부분도 총 2,209매, 21,710천원
(5천원권 : 124매, 620천원, 1만원권 : 2,079매, 20,790천원, 5만원권 : 6매,
300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06.1.16일) 동 상품권의 통장 잔액이 85,910천원(정기예탁 30,000천원
+보통예금 55,910천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아무런 회계처리의 제도적 장치없이
해당과에서 임의로 입금과 출금이 이루어 지는 등 "삼척사랑상품권"의 관리와
운영을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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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특정사업이나 특정자금을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경리
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법적인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라며,

현재 임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과에서 무분별하게 현금 등으로 입금과
출금이 이루어 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회계처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현금사고 사전예방 조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특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과의 부합성ㆍ공공성ㆍ
공적사무의 타당성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부작용 등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사항을 재검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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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3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신분상 조치]

3명

[제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관리부담금 징수 소홀

목]

정

[위법부당내용]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공영주차장(노상 및 노외)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삼척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며, 경쟁계약으로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위탁관리부담금은 입찰가격으로
하고 그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및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의 규정에서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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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하며,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 12%, 연체기간이 1월이상～3월미만인 경우 연 13%, 연체기간이 3월
이상～6월미만인 경우 연 14%, 6월이상인 경우 연 15%의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삼척시(○○○○과)에서는 공영주차장의 활용 극대화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주·정차 질서 정착과 주차장 확충재원을
증대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고 위탁
관리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위탁관리자 선정과 부담금 징수를
다음과 같이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03.11.17일 "04년도 삼척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입찰공고를 하면서 낙찰자 결정방법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라고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총 주차면수 477면에 대하여 5개구역으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한 결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져 ○○(주)가 2개구역,
○○○○○○가 2개구역, ○○○○○가 1개구역에 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총
예정가격 52,700천원 대비 총 낙찰가격이 83,400천원으로 낙찰율이 158%로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04.11.1일에는 입찰방법을 변경하면서 "05년도 삼척시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하면서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선순위 낙찰자는 후순위 입찰을 제한"하고
"각 법인이 1구역씩 낙찰받은 후 잔여구역은 수의계약으로 결정" 한다 라고
제한을 두고 입찰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총 주차면수 456면에 대하여 7개구역으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한 결과, 선순위
낙찰자는 후순위 입찰참가를 제한함으로써 총 7개법인이 참여하여 1개구역씩
나누어 낙찰을 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되었으며, 또한, 4개 구역의 경우는 2～5개
업체가 투찰하였으나 3개구역(○○로, ○○루, ○○시장)의 경우는 1개업체가
투찰하여 유찰되었음에도 이를 유효한 입찰로 하여 재공고없이 낙찰자로 결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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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금액을 분석한 결과, 총 7개구역의 예정가격 69,426천원 대비 낙찰 가격이
75,412천원으로 낙찰율이 108%로 전년대비 50%가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단독으로 투찰한 3개구역의 경우 예정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낙찰금액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05.11.18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06년도 삼척시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공고를 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총 주차면수
477면에 대하여 6개지역으로 나누어 입찰을 실시한 결과, 총 6개 법인이 참여하여
선순위 낙찰법인들이 1개구역씩 나누어 낙찰을 받고 마지막으로 남은 1개구역
(제6구역)은 낙찰되지 못한 1개 법인이 단독입찰하여 예정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으며,

낙찰금액을 분석한 결과, 총 6개구역의 예정가격 79,905천원 대비 낙찰 가격이
81,905천원으로 낙찰율이 102%로 전년대비 7%가 감소하는 등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자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형식을 빌어 개별 법인들이 골고루 나누어 낙찰을
받는 불합리한 입찰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동 위탁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함에 있어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04년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을 징수하면서 위탁사업자인 ○○(주) 등
4개 법인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납입기간을 경과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총 징수결정하여야
할 96,426천원중 93,977천원만 징수결정하고 나머지 연체료 2,449천원을 미부과
하여 징수를 하지 못하였으며,

- 14 -

'05년도에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을 징수하면서 위탁사업자인 ○○○
○○○○ ○○○지부 등 5개법인의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개월까지 납입
기간을 경과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총 징수결정하여야
할 77,367천원중 76,157천원만 징수결정하고 나머지 연체료 1,210천원을 미부과
하여 징수를 하지 못하는 등,

'04년도와 '05년도 (2개년도)에 걸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담금 연체료
3,659천원을 미부과하여 손실을 초래하게 하는 등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자 선정과
위탁관리 부담금 징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참가를 과다하게 제한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입찰집행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탁관리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징수
하도록 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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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3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신분상 조치]

2명

[제

해수공동인입관 정비사업 지연추진 및 정산검사 미이행

목]

정

[위법부당내용]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제36조 및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성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및 보조금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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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은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지출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해양수산
사업실시규정,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삼척시(○○○○과)에서는 어촌·어항주변 횟집 등에서 무질서하게 설치·
노출 되어있는 해수인입관을 정비하여 쾌적한 연안경관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연안경관의 보전·유지로 동해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강원도에서 역점
시책으로 '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수공동인입관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이 관련규정에서 정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정산검사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① 보조사업자의 부실시공업체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에 관한 사항
삼척시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 지도와 감독을 통하여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여 공개경쟁등의 방법을 통하여 계약이행능력과 경영상태 등을
확인하여 견실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보증서 또는 연대 보증인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02.12.17일 강원도로 부터 해수인입관정비공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03.3.4일 "해수공동인입관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대상사업지를 "○○해수공동인입관정비사업"으로 책정하여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추진하면서 '03.6.19일 보조사업비가 내시
되었으며 '03.7.25일 보조사업자로 ○○해수인입관 추진협의회를 선정하고 동
협의회에서 '03.12.6일 동해시 소재 (주)○○○ 수중공사와 '04.1.20～'04.5.19
(절대공기 150일)을 공사기간으로 하여 375,000천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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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공업체가 계약체결 후 '04.1월 ○○해수공동인입관추진협의회에 선금으로
187,500천원을 신청함에 따라 동 협의회에서 '04.2.5일자로 삼척시장에게 선금
187,500천원(공사금액의 50%)중 자부담 49,500천원을 제외한 보조금 138,000천
원을 신청하였고, '04.2.6일 선금으로 보조금 138,000천원을 지급하여 '04.2.13일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42,000천원을 포함하여 180,000천원을 시공업체에게 지급
하였는 바,

위 시공업체가 선금수령 후 일부 자재(60,000천원 상당)만 확보해 놓고 공사를
지연하다가 '04.4월경 부도 후 잠적하여 실제적으로 자재비(60,000천원 상당)를
제외한 120,000천원 상당의 손실 사고가 발생되었고 '04.3.20일 공사가 중단
되었으나,

보조사업자인 ○○해수인입관추진협의회에서 시공업체인 (주)○○○ 수중공사와
동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 담보와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는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 징구나 연대보증 시공사를
설정하였어야 했고 또한, 선금지급전에 채권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
하지 않음으로써 채권확보 조치가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되는 등 사전에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보조사업자가
사고금액(120,000천원)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물론 강원도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이후,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6개월여가 지난 '04.9.16일에서야
보조사업자인 동 협의회에서 시공업체 부도금액(120,000천원)을 부담하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7개월여가 지난
'04.12.31일 사업이 종료되는 등 보조사업을 지연되게 추진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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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조사업 완성에 따른 정산검사 미이행에 관한 사항
삼척시에서는 보조사업이 완성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정산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 사업비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03.7.25일 보조사업자로 ○○해수인입관추진협의회가 선정되어 추진한 "○○
해수공동인입관정비사업"의 경우 '04.12.31일 보조사업이 준공되어 보조금
288,000천원중 기지급한 기성금 150,000천원을 제외한 보조금 138,000천원이
'05.2.1일 최종 지급되었음에도 11개월여가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그 적정 집행 여부에 대한 정산검사도 미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03.10.7일 보조사업자로 ○○○○연합회가 선정되어 추진한 "○○해수
공동인입관정비사업"의 경우도 '04.12.31일 보조사업이 준공되어 보조금 276,000천
원중 기지급한 기성금 156,961천원을 제외한 보조금 119,039천원이 '05.1.7일
최종 지급되었음에도 12개월여가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정산
검사를 미이행 하고 있고,

특히, 감사일 현재('06.1.16일) 동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조사업비 360,000천원(보조금 288,000천원+자부담 72,000
천원)중 시공업체인 (주)○○○○○○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175,415,390원이고
나머지 184,584,610원은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현장 대리인이 노임 및
자재비 등에 직접 집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있어
그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해수공동인입관정비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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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시공업체 선정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이 완성되었으나 정산을 하지 않은 상기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산
서류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집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등을 통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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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4년 ～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신분상 조치]

2명

[제

개발행위허가 부적정(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미이행)

목]

의

[위법부당내용]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행정
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과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전까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관리지역"
내에서는 10,000㎡이상, 같은 법 제6조제3호의 "농림지역"내에서는 7,500㎡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사업의 허가전에 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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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과)에서는 2004.2.23부터 2005.7.13까지 ○○시 ○○동 ○○
번지 사는 ○○○외 5명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외 3명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4개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써, 개발허가신청 면적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기준
면적인 10,000㎡를 각각 초과하였으며,

○○○장외 1명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2개지역은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써, 개발허가신청 면적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기준면적인 7,500㎡를 각각 초과하였으므로,

삼척시 ○○○○과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협의기관에 협의요청을 하여,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에 개발행위
사업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위의 6개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사업 허가처리를 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각종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협의기관(부서)에 협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
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개선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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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4년 ～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신분상 조치]

2명

[제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목]

의

[위법부당내용]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수
명령 조치하고, 해당 업소로부터 시설개수명령 이행보고를 받은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삼척시(○○○○과)에서는 2004.12.16. ○○○○○○○연구원 ○○지원으로부터
삼척시 ○○면 ○○리 ○○○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설렁탕)의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하다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통보 받았으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시설개수명령)을 하지 않은 채
해당업소에서 지하수를 수거하여 검사의뢰만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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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 또다시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되어 부적합하다는 수질
검사성적서를 통보 받았으나 즉시 행정처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32일이
경과한 2005.2.23. 행정처분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같은해 3.10 행정처분
(시설개수명령)을 한 바 있음.

그 결과 2004.12.16. 1차 위반(부적합 판정)당시 시설개수명령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2005.1.21. 두 번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2차위반으로

적용할 수 없어, 영업정지1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최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67일이 경과한 후에야 행정처분
(시개수명령)절차를 진행하는 등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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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4년 ～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신분상 조치]

1명

[제

사회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지도ㆍ감독 부적정

목]

의

[위법부당내용]
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 2005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시설 신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여부 검토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관내 법인의 사업신청계획을 근거로 예정지역의 시설설치 타당성,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기능보강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사업이 기간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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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과)에서는 관내 동서복지재단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노인전문
요양원)국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
○○재단이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을 위한 명목으로 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1,552백만원을 교부받아(보조사업기간 : 2004.11～2005.7월) 사업을 삼척시 ○동
○○번지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착공 지연을
거듭하다가 국고보조사업(사업기간 : 2004.11～2005.7) 변경·승인 없이 2005.12.9.에
착공하여 보조사업기간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교부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보조금 지원 신축사업의 지도감독에 있어, 사업시행 초기부터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 등에 따른 장기 미착공과 예산이월 문제점 등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신청한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 확보 후 사업신축 부지 변경, 사업내역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및 보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하여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시설 신축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 신축
예정 부지가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건축허가 또는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기
연장 등 변경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요청 하시기 바라며,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규정의 정확한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 추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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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1994년 ～ 2005년

[행정상 조치]

시

[신분상 조치]

2명

[제

국ㆍ공립보육시설 국고보조 퇴직적립금 유용에 따른 지도ㆍ감독 소홀

목]

정

[위법부당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6조, 제41조 및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지침(보건
복지부)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종사자(보육교사 등)가 1년 이상 근무
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퇴직
적립금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의 결산보고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 현황을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장은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함.

즉, 국·공립보육시설에 지원된 퇴직적립금 국고보조액은 1년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한 경우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시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검사하여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조금 반환 등을 반드시 문서로서 명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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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고보조 퇴직적립금 유용(목적외사용)관련
삼척시 ○○○동 소재 ○○ ○○○어린이집(운영주체:재단법인 ○○○○)에서는
국고보조 퇴직적립금을 별도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나 1994.1～2005.12(144개
월) 동안 퇴직적립금으로 국고보조금 52,549천원을 보조받아, 운영주체인 재단
법인○○○○에서 일반운영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아니라 직원퇴직시에는 재단
사무국에서 퇴직금을 지원받아 지출하는 등 퇴직적립금 52,549천원을 유용(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있음.

② 보육시설 지도·점검 관련
또한 삼척시(○○○○과)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령 및 국고
보조 지원기준 위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중점 지도·점검하여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나,

○○ ○○○어린이집에서 국고보조 퇴직적립금 52,549천원을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2005.4.26일 ○○지역에서 퇴직적립금 유용과 관련된 시설장
구속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접하고 ○○ ○○○어린이집 원장에게 1994.1월부터
2005.4월분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2005.5.6일까지 적립토록 요구하였고 2005.5월
분부터는 퇴직적립금 통장을 개설하여 매월 적립토록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요청하였으나,

○○ ○○○어린이집에서 지정된 날짜까지 적립하지 않았는데도 보육시설
지도·점검시(2005.8월 및 10월 2회)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그후 2005.11.30
～12.2(3일)동안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2006.1월중으로 퇴직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시정명령 후 이행되지 않아 강원도 종합감사기간 중에
지적됨에 따라 감사수감기간인 2006.1.18일에 퇴직적립금 52,549천원(국고보조금)만
적립하고 나머지 자부담금 27,648천원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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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어린이집 원장에게 퇴직적립금을 적립토록 요구(2005.5.3)한
즉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국고보조금을 유용(목적외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규정에 의거 즉시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처음 퇴직적립금을 적립하도록 유선으로 지시
(2005.5월)한 이후 8개월이 지난 후에 퇴직적립금을 적립(2006.1월)하는 등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지침(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앞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와 더불어 위반 사례 적발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또한 퇴직적립금 자부담분 27,648천원을 조속히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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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과

[시 행 년 도]

2004년 ～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신분상 조치]

4명

[제

○○시민공원(도경계 검문소) 등 수의계약 부적정

목]

의

[위법부당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6.1.1. 법률 제7672호. 지방자치
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8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의 경우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
으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중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행ㆍ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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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과)에서는 2004.3.11. 삼척 ○○○○과 "도계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공사(계약금액 129,870천원)"와 2005.6.1. "삼척 ○○○○(○○○○○소)
조경공사(계약금액 188,595천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는 산림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림법 제5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근거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추정가격 7,000만원 이상인 전문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
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산림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으로 간주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규정을 근거로 부당하게 삼척
○○○○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삼척시(○○과)에서는 "도계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왕벚나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삼척 ○○○○과 도급 시행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2004년 도계 왕벚나무 가로수 식재계획"을 입안하여
시장의 결재(일자 미상)를 득하는 등 계약부서도 아닌 사업부서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계약부서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6.1.1.제정 시행)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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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과

[시 행 년 도]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신분상 조치]

4명

[제

○○○공원 조경식재공사 등 부당 분할 발주

목]

의

[위법부당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6.1.1. 법률 제7672호. 지방자치
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제68조와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집행요령(재경부예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고,
당해 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물량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삼척시(○○과)에서는 "○○○ 공원 조경공사", "○○○ 주변 조경공사" 등
5건의 조경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하여 통합 설계하여 일반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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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조경식재 공사"의 경우에는 2005.4.6. 같은 날짜에 집행품의를
하면서 총 80,533천원의 도급설계비를 2개공사로 분할하여 "○○○공원 꽃동산
조성 조경공사"는 설계금액 57,280천원, "○○○공원 진입도로 주차장 조경공사"는
23,253천원으로 각각 분할하여 집행품의를 하였으며,

또한, ○○○ 주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같은 시기에 집행품의를
하면서 총 143,868천원의 도급설계비를 3개공사로 분할하여 “○○○ 왕벚나무
군락지 조성공사”는 설계금액 28,553천원에, “꽃속의 ○○○ 조성 조경공사”는
설계금액 53,688천원으로, "○○○ 진입로주변경관조성 조경공사“는 설계금액
61,627천원 등으로 각각 수의계약 대상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집행품의를 함으로써
계약부서에서 위 공사들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삼척시(○○과)에서는 비록 발주부서에서 분할 발주하여 계약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대상사업이 계약관련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발주부서에서 발주요청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 5건의 조경공사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2006.1.1.제정시행)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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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과

[시 행 년 도]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신분상 조치]

3명

[제

○○～○○간 가로등설치공사 부당 분할발주

목]

의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006.1.1. 법률 제767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68조와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집행요령(재경부 예규)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는 총액기준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고,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일괄 시공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삼척시(○○과)에서는 ○○～○○간 가로등 설치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위 구간은
동일 구조물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동일 노선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동시에 가로등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통합 설계하여 발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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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시공이나 공정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위하여 일반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2004.11월(일자 미상) 총 도급설계금액이 84,466천원인
"○○～○○간 가로등 설치공사"를 2구간과 3구간(1구간은 2003.6.11. 발주)으로
나누어 2구간은 46,966천원으로, 3구간은 37,500천원에 각각 부당하게 분할
설계하여 계약부서에 발주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3구간의 가로등 설치공사의 경우 도로편입토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가로등
설치공사를 발주함으로써 2004.12.13. 착공하고 약 20일이 경과된 2005.2.2.
시공회사인 ○○○○(주)에게 도로확ㆍ포장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고, 공사중지 명령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약 1년여가 경과
되도록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제반 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가로등 설치공사를 발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
시킴과 아울러 행정력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

삼척시(○○과)에서는 비록 발주부서에서 분할 발주하여 계약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대상사업이 계약관련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저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
경쟁 입찰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발주부서에서 발주요청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2004.11.29. 위 2건의 가로등 설치공사를 각각 수의견적 입찰
공고를 하였고, 2004.12.8.과 2004.12.9. 각각 수의계약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앞으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6.1.1.제정시행)」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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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과, ○○과

[시 행 년 도]

2004년 ～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신분상 조치]

5명

[제

산불관련 장비 구매 및 시가지 그래픽용역사업 분할발주 부적정

목]

의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006.1.1. 법률 제767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27조,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26-2,‘03.12.26)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유사물품에 대하여는 경쟁입찰에 의하되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복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총액기준으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의 경우에는 당해 년도 예산상 단일사업으로
책정되어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사업은 이를 분할함이
없이 일괄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총액기준으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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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과)에서는 “산불방지 차량국 및 이동국 장비" 등을 구매함에 유사
물품에 대하여는 분할함이 없이 일괄 발주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짜인 2004.10.5.
물품구입 품의를 하면서 산림통신 기지국 무전기(8대, 설계금액 24,000천원)와
휴대용 무전기(35대, 설계금액 28,000천원),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및 차량용
무전기(휴대용 20대, 차량용 6대, 설계금액 25,000천원) 등을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품의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각각 분할하여 수의계약 대상금액
이하로 집행품의를 하여 계약부서에 구입을 의뢰 함으로써 계약부서에서 수의
계약으로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삼척시(○○과)에서도 도시 이미지를 생동감 있는 분위기로 연출하기 위하여
주요 시가지 옹벽ㆍ담장 등의 공간을 활용한 그래픽(회화성 그림)용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건은 단일용역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구역별로 분할 발주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통합 설계하여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2004년도에는 도계시가지 그래픽 용역사업 총 도급설계금액 70,000천원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도계역 담장ㆍ도계굴다리"구간은 설계금액 36,000천원에,
"도계 정수장 옹벽ㆍ도계읍사무소 옹벽"구간은 설계금액 34,000천원으로 각각
분할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 대상금액 이하로 집행품의를 하였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삼척시가지 그래픽 용역사업 총 도급설계금액 53,334천
원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할 목적으로 통합 설계하여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 품의
하지 않고 2개 구역으로 나누어 "동두고개 굴다리"구간은 설계금액 28,146천원,
"봉황 굴다리ㆍ진주초교ㆍ정라삼거리국도옆"구간은 설계금액 25,188천원으로 각각
분할하여 수의계약 대상금액 이하로 집행품의를 하여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
함으로써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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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과)에서는 비록 발주부서에서 분할 발주하여 계약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목적사업을 같은 시기에 계약을 의뢰하였다는 점을 감안
하여 대상사업이 계약관련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의계약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발주부서에서 발주요청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같은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는 등 위 2건의 물품구매 및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006.1.1.제정 시행) 등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사물품을 구입하거나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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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과

[시 행 년 도]

2004년 ～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신분상 조치]

2명

[제

방파제시설공사 수의계약 발주 부적정

목]

의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006.1.1. 법률 제767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69조 및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26-2, 03.12.26)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인 공사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ㆍ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삼척시(○○○○ㆍ○○과)에서는 사업량이 확정되어 있는 어촌정주어항시설
공사(방파제, 방사제, 물량장 등)를 시행함에 있어 전체 물량에 대한 총괄설계를
하여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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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항 등 4개항의 방파제 축조공사의 경우 이미 공사량이 확정되어 있고,
동일한 구조물을 단지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시설공사비 예산이 일부분만 편성
되었다는 이유로 동일 구조물인 어항시설을 일정구간으로 분할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하자 불분명을 이유로 전차 시공업자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 강원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위 건과 같은 사항이 지적되어
지방어항시설공사의 잔여량에 대하여는 총괄 설계를 거쳐 남은 물량에 대한
통합 발주가 이루어 지도록 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통보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분할 설계용역에 의한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앞으로는 사업량이 확정되어 있는 어촌정주어항시설공사(방파제 등)에 있어서는
전체 물량에 대한 총괄설계 후 계속비 또는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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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실

[시 행 년 도]

2004년 ～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신분상 조치]

2명

[제

삼척대학교 해양관광레포츠센터운영장비 구입비 지원 부적정

목]

의

[위법부당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한정하고 있고,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조권자에게 제출하고
보조권자는 제출된 보조금교부 신청서가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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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 기타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함은 물론,

관련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하여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등의 중요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후에 있어서 보조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삼척시(○○○○실)에서는 국립 삼척대학교에서 삼척시 ○○면 ○○리 ○○
(○○해수욕장 내) 일대에 '04.6～'05.10까지 지하1층, 지상4층(부지 670평,
건축연면적 400평) 규모의 "해양관광레져스포츠센터" 를 1,762,870천원을 투자
하여 건립하면서 '04.7.30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학교기업 지원사업
대상학교" 로 선정되어 관련예산 290,000천원이 지원됨에 따라,

레져스포츠학과('99.3.2, 학년별 정원 80명) 학생실습 및 요트부창단('05.11.29)과
관광객대상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련장비 일체를 구입하기 위하여 교육인적
자원부 지원예산 중 장비구입비로 123,010천원을 우선 배정하고 부족예상액
430,000천원을 '04.8.11 삼척시에 지원 협조를 요청 하였는 바 삼척시에서는
다면 관련법령 등에 근거한 지원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04.8.13. 동 시설
건축완료 후 대학에 지원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430,000천원을 민간자본보조(401-01)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확보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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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삼척대학교에 대한 장비구입비 직접 지원이 곤란하자 삼척시에서는
편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삼척시체육회로 결정함에 따라,
'05.6.27 삼척대학교에서 삼척시체육회로 장비구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되었고, 삼척시체육회에서는 다시 '05.7.4 삼척시에 장비구입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함에 따라 '05.7.8. 삼척시체육회로 보조금교부 통지 및 자금을 교부하여
우회적으로 체육회를 통하여 삼척대학교로 보조금 429,981천원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삼척시체육회를 통하여 '05.11.3.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 보조금 집행잔액(75,329,240원)을 반납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와 같이 장비구입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관련법령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자금 성격상 국립 삼척대학교는 보조사업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편법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삼척시체육회를 보조사업자로 결정하여 우회적으로 자금이 대학교에
지원되어 집행됨에 따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 사전 법령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보조사업자를 삼척시체육회로 편법 결정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교부한 후 삼척대학교로 재 교부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삼척시체육회는 보조
사업자로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하였고,

또한,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민간의 자본형성 등을 위한 목적경비 임을 감안할 때
편법 예산지원으로 인하여 삼척시체육회가 구입장비에 대한 직접 소유권과 관리
권한을 이행 할수 없음은 물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양도, 교환,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 할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삼척대학교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타 장비구입비 지원
업무를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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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
향후, 보조금 지원시 해당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므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례와 같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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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소

[시 행 년 도]

2003년 ～ 2005년

[행정상 조치]

시

[신분상 조치]

2명

[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계약 내용 등 부적정

목]

정

[위법부당내용]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03.3.19) 제2조제3호 및 제12조의2
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 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삼척시도계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및 삼척시하수종말처리시설의위탁
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서는 삼척시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3개소(도계분뇨처리시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도계하수종말처리장)로
한정 명시하고 있고,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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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소)에서는 '05.3.12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시행
계획" 을 수립한 후 '03.3.31 ○○도 ○○시 소재 (주)○○○○○○○사와 ○○시
소재 (주)○○○○○○○○○○과 공동으로 '03.4.1 ～ '08.5.31(5년간)까지 총
5,351,300천원에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운영 관리비는 년간 1,070,260천원으로 정액제로 지급하되, 슬러지
및 침사물 처리비용은 실비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은 17개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시설용량과 인원배치, 이에 따른 관리
비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음.

그러나, 위와 같이 위·수탁협약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시설이 삼척하수종말처리장 등 3개시설 임에도 사전에 관련 조례
개정없이 임의로 14개시설을 포함하여 17개 시설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대한 위탁운영 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또한 '04년도에 준공된 용화
('04.1.10) 및 고무릉('04.5.10) 등 2개 마을 하수도시설의 경우 별도 위탁
관리계약(변경) 등 절차없이 위탁업체로 하여금 임의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관련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미이행 하는 등 감사일 현재
까지 삼척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수탁협약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조례 미개정 및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절차 없이 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토록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관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계약 체결시, 자치법규인 관련 조례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고 또한, 여건 변동이 예상될 경우
우선 관련조례 개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금번 감사시 지적된 관내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계약 진행과 관련하여 조속히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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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3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재정상 조치]

16,384천원

[신분상 조치]

3명

[제

미처분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누락 및 체납처분 미이행

목]

정

[위법부당내용]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
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 명령의 이행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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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과)에서는 ○○ ○○시 ○○구 ○○○동 0000번지 ○○○외 25명의
미처분 농지 이행강제금 2003년도분 6건 7,331천원, 2005년도분 20건 16,384천
원 총 26건 23,715원을 부과 누락한 사실이 있고,

삼척시 ○○읍 ○○리 ○○아파트 000호에 거주하는 ○○○외 29명이 18,157천
원의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시 ○○동 ○○아파트 000동 000호에 거주하는 ○○○외 5명의 이행강제금
체납액 4,631천원은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는 등 체납액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미처분 농지이행강제금 2005년도분 20건 16,384천원은 즉시 부과·징수하고,
체납된 농지이행강제금 14건 6,298천원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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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3년

[행정상 조치]

시

[재정상 조치]

74,786천원

[신분상 조치]

2명

[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부적정

목]

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66조제5항에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
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삼척시(○○과)에서는 ○○○○○○조합이 교동 744-11,12,13,14번지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마트의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2003.7.3. 취득세 등 18,481천원 추징하였으나 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마트부분에 대하여는 농협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74,786천원을 감면하여 주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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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시 ○동 0000번지에서 운영하는 ○○○마트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을 상대로만 운영되어야 하나 비조합원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 74,786,890원의 세액을 부과·징수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부당하게
감면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관련 법규에 의거 취득세 등 74,786,890원을 부과·징수하고, 업무연찬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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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5년

[행정상 조치]

시

[신분상 조치]

1명

[제

재단법인 ○○○○○○재단 운영 부적정

목]

정

[위법부당내용]

① 재산의 구분 관리 부적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제2호 및 재단법인 ○○○○○○재단 정관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에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출연한 장학기금 및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기본재산이고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삼척시의 경우 재단법인 ○○○○○○재단(사무국 : ○○과)에서는 2005년도에
취득한 기부금 및 기탁금 333,252천원에 대하여 접수 즉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하여야 함에도 정관변경 및 재산 이전을 통한 기부금의 기본재산 편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기본재산이 600,000천원인데 반해 보통재산이 1,050,125천원으로
보통재산의 과다보유가 발생하는 등 법인의 재산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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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 관리 소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민법 제60조 및 재단법인
○○○○○○재단 정관 제16조에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임면사항은 등기하여야 하고, 재단법인 ○○○○○○재단의 임원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3인, 감사 2인으로 되어 있으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 재단법인
○○○○○○재단 정관 제18조·제19조 및 감독청의 공익법인업무편람에는 이사나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바, 임원의 취임승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소급 승인할 수 없으므로,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차기임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 임원의 임기에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단법인 ○○○○○○재단에서는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임원정수를 정관에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3인, 감사 2인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원현원을 임기
만료된 임원(이사2, 감사2)을 포함하여 이사 12인, 감사 2인으로 임원정수와
다르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사 2인, 감사 1인이 2005.7.8.에, 감사 1인이 2004.7.8.에 각각 임기 만료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2월내에 이사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하고 감독청의 승인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결원보충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특히, 감사 1인의 경우는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결원을 방치하는 등
임원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임원의 임기에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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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회 운영 부적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9조 및 재단법인 ○○○○○○재단 정관
제26조 제1항, 제31조에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76조에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재단법인 ○○○○○○재단에서는 2005년 제1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서면결의를 할 수 없음에도 서면결의를 실시하였으며, 서면결의 후 2005.2.14.
14:00에 소집결의를 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는
이사정수(13인)의 과반수의 출석(7인)으로 개회가 가능하나, 이사 6인이 출석하여
개회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개회한 후 2004년도 장학사업 결산 및 2005년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금액 의결을 하였고,

또한, 2005.4.6. 14:00에 개최한 2005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에서도 이사 6인이
출석하여 개회 자체가 불가함에도 개회하여 2005년도 ○○○○○○○선발을
의결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등 이사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④ 회계 처리 등 부적정
재단법인 ○○○○○○재단 정관 제7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 및 제34조에,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사장을
보좌하여 이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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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재단에서는 2005년도에 수입액 중 전년도에 원천징수한
소득세 환급금(1건) 5,344,560원, 정기예금 및 일반예금 이자수입(6건) 36,305,673원,
○○사랑카드 기탁금(2건) 10,552,096원 등 총 9건 52,202,329원의 통장으로
이체된 수입액에 대하여 수입결의(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 이사장의 유고로 이사 중 1인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되었음에도 기탁금 등 수입발생 및 1,550백만원의 정기예금
예치 등의 사항을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결재없이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하는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관련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보통재산의 과다보유분 기본재산 편입 및 임원의
결원 선임 등 임원정수를 즉시 보충하기 바라며, 의결정족수 및 소집결의 등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수입결의 확행 등 재단법인 ○○○○○○재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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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실

[시 행 년 도]

2004년 ～ 2005년

[행정상 조치]

시

[신분상 조치]

1명

[제

사유재산 임대차 관리 부적정

목]

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108조제1항에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1순위의 전세권 등기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경우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일체의 임차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삼척시(○○○○실)에서는 ○○ ○○○선수단 숙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4.
11.28. (주)○○○○○○ 소유의 임대아파트 3호를(○○시 ○동 000번지 ○○
2차○○○ 000동 000호, 000호, 000호, 각 23.32평형)를 전세금 93,790천원에
임대차계약(전세)을 체결하였는 바,
이 경우 삼척시(○○○실)에서는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순위의
전세권등기를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임차하지 말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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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산은 삼척시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제2순위 까지 주식회사
○○○○ 등 2개소에서 채권 최고액 총액 12,337,790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에도 감사일 현재
까지 보증보험 가입 등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이 건 임차재산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보험가입 등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유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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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5년

[행정상 조치]

주

[신분상 조치]

1명

[제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 추진 소홀

목]

의

[위법부당내용]

재정경제부에서는 1985년부터 2차에 걸쳐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수작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누락된 재산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2003년도에는“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통하여 국유재산전산자료, 등기전산자료, 지적 전산자료를
상호 대사한 후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권리보전 조치를 2006년 완료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기준"(재정경제부, '05. 2월)을 마련하여, 권리
보전 추진실적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소관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금을
차등지급(20～30%)할 계획인 바,

이 계획에 의하면 6개 평가항목 중 국유재산 권리보전항목은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종합평점을 통해 23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순위를 5등급으로
나누고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금 지급비율을 차등 결정토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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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금 지급기준
등 급

A

B

C

D

E

단체수

50개단체

50개단체

50개단체

50개단체

37개단체

지급율

30%

27.5%

25%

22.5%

20%

삼척시(○○과)에서는 이에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귀속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처리함이 마땅함에도
국유재산 전산화시스템으로 활용중인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상에 2005.12.31.
현재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실적이 재경부소관(○○과 관재팀)이 70.1%, 농림부
소관(○○과 기반조성팀)이 82.4%인데 반해, 건교부 소관(○○과 관리팀)이 9.9%로
극히 저조한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삼척시 전체 권리보전추진율(22.5%)이 떨어져 매각대금의 귀속금
지급비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국유재산 권리보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미등기 국유재산에 대하여 2006년까지 권리보전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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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4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재정상 조치]

29,280천원 감액

[신분상 조치]

1명

[제

실시설계용역 검수 소홀 및 공사추진 부적정

목]

정

[위법부당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하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당해 용역계약의 대상자가 조사
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계약이행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에 의하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제6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제조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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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조작비 와 현장사무소,창고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경비”항목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삼척시(○○○○과)에서 2004.1.2. ○○시 ○○동 소재 ○○○○○○○(주)
(대표 ○○○)과 용역금액 38,281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4.1.5. 착수, 2004.7.2.
○○통 문화거리 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납품받아, 2004.10.8.
강릉시 ○동 소재 ○○○○(주) 대표 ○○○과 도급 금액 871,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4.10.13 착공, 2006. 01.27 준공 예정인 ○○ ○○○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공사현장의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관리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안전시설 및 도로의 패임 등이 있는 등 공사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조형물(A,B 타입) 4개소는 ○○ 시스템에서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면서
견적서 내역은 자재비,노무비,시공비,기타잡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급
자재대로 분류하여 설계내역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순공사비인 부대공에
계상하여 제경비가 2중으로 반영되었고,

중기운반은 재료비에 포함하지 않는 운반비로서 기계기구의 운송비 등은 경비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나누어 설계에
반영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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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사에서는 총 29,280천원 상당(제경비 포함)이 과다 반영되어 있음에도,
납품된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 산정여부의 면밀한 검토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등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검수 소홀

및 공사추진을 부적정하게 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과다 계상된 조형물 등 2건에 대한 29,280천원 상당에 대하여는 감액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차량 및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함께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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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단

[시 행 년 도]

2004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재정상 조치]

16,670천원 감액

[신분상 조치]

1명

[제

○○○○ C.C 골프장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목]

정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규정에 의하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이행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설계변경은 그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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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품셈(제10장. 기계시공편)에 의하면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2004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구조물 공사에 사용되는
거푸집은 합판거푸집(3,4회)과 유로폼(20회)을 비교ㆍ검토 후 경제적인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삼척시(○○○○○○단)에서는 2002.12.21. (주)○○ ○○○○○ 대표 ○○○외
3개업체와 용역금액 1,285,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2.12.23 착수, 2004.8.10.
준공한 도계상덕골프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납품받아, 2004.07.31.
○○○○○(주) 대표 ○○○과 공사 금액 39,779,224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4.8.6 착공, 2006.3.24. 준공예정인 ○○○○ C.C 골프장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용역의 수행은 토목,건축 등 7인의 공무원이 분야별로 용역감독을
수행하여 검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4.8. 납품된 설계서를 공사비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미비사항을 사전에 보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도급금액
18,900천원에 원가계산 검토용역(726,439천원을 감액)을 시행 한 사실이 있고,

○○○○ C.C 골프장 조성공사의 시행중 2005.4.16 전체분 1회변경에서 6건의
공사여건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1,727,462천원이 증액되었고, 공사여건변동
사항(37건, 957,655천원(증액))에 대한 여건 보고만 하고 5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채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또한, 건설표준품셈(제10장. 기계시공편)에 의하면 트럭 또는 기타 운반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 할 때에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 만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재생골재운반비 계상시 텀프
트럭에 적사에 소요되는 대기시간(t1)이 13.40분이 소요됨에도 유류대를 제외
하지 않고 반영함으로써 15,085천원 상당이 설계에 과다계상 된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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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2004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합판거푸집(3,4회)을 쓸
경우 유로폼(20회)과 비교ㆍ검토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구조물(순환펌프실)에 대하여 합판거푸집으로 설계에 적용하여 1,585천원
상당이 설계에 과다계상된 사실이 있는 등 도합 16,670천원 상당(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과다계상된 재생골재운반비의 유류비 등 2건에 대한 16,670천원 상당에 대하
여는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공사여건 보고후 설계변경이 되지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설계변경에 의한 변경계약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 및 책임감리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함께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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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재정상 조치]

26,412천원 감액

[신분상 조치]

1명

[제

○○아파트～○○○○ 도시계획 도로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목]

정

[위법부당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인 경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관리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는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등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 등은 제출받은 품질 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은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에 배치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비산정기준 제4조(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에 의하면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ㆍ감 되는
경우에는 실비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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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삼척시(○○○○과)에서는‘05.6.8.○○○○(주) 대표이사 ○○○와 1,085,695천
원에 계약체결하고 '05.6.14. 착수, '06.6.8. 준공예정으로 ○○아파트～○○
교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자 등은 제출받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은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위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착공한 사실이 있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시공사가 제출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를(당초:○○○→변경:
○○○) 받고도 이에 대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골재원(선택층, 보조기층재)의 운반거리가 설계서상에는 ○○시 ○○동(○○
시멘트:46.1km)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근거리인 ○○시 ○리(○○○○:13.4km)
에서 운반하게 될 시에는 26,412천원(제경비 포함)상당의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당해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골재원 운반거리는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인근거리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26,412천원을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더불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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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재정상 조치]

68,156천원 감액

[신분상 조치]

문책 1명

[제

임원지구 해안도로개설공사 등 추진 부적정

목]

정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67조에 의하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사설계 대상사업의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이행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에는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2004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합판거푸집 (3.4회)을
쓸 경우 유로폼(20회)과 비교ㆍ검토 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설표준품셈 4-7암절개편 보호식재편에 의하면 도로절개면 보호를 위한 녹생
토공법은 토질 및 암질에 따라 시공두께가 결정되도록 하되, 경질토 또는 자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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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인 토사 지역의 시공두께는 5㎝(설계7㎝), 완만한 풍화암, 연암지역 또는
보통암이 약간 혼재된 지역은 시공두께는 10㎝(설계15㎝)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륜시설의 세륜기는 영구시설이 아니므로 임대 또는 손료를 적용하여
공사기간 동안 사용후에 반환하는 것이 경제적임인 설계임.

① 임원지구 해안도로개설공사
삼척시(○○과)에서는‘05.9.28.○○○○(주)(대표이사 ○○○)와 총공사부기
금액 2,716,873천원에 공사계약 체결하고,‘05.10.4.착공, ’06.7.30준공예정으로
임원 임원지구 해안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2005,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합판거푸집(3.4회)를
쓸 경우 유로폼(20회)과 비교ㆍ검토 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비교ㆍ검토 없이 동 공사의 L형측구공 737m 공정에 대하여 합판거푸집으로 설계
함으로서 유로폼으로 적용할 시 보다 13,580천원 상당(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고,

도로절개면 보호를 위한 녹생토공법은 토질 및 암질에 따라 시공두께가 결정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사지역은 5㎝(설계7㎝), 발파암 지역은10㎝(설계15㎝)로
계상할 시 13,856천원(제경비포함)상당이 절감 될 수 있으며,

세륜시설의 세륜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15,801천원 상당이 과다
계상되는 등 도합 43,237천원(제경비포함)이 과다 계상되었음.

② 호산지구 해안도로개설공사
삼척시(○○과)에서는‘05.9.26.○○○○(주)(대표이사 ○○○)와 총공사부기
금액 1,882,231천원에 공사계약체결하고,‘05.9.30.착공 ’06.7.26준공예정으로
호산지구 해안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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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형측구의 거푸집 설계적용은 합판거푸집(3.4회)과 유로폼(20회)을 비교ㆍ검토
후 경제적인 재료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비교ㆍ검토없이 합판거푸집으로
설계함으로써 유로폼으로 적용할 시 보다 7,819천원 상당(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고,

도로결개면 보호를 위한 녹생토공법은 토질 및 암질에 따라 시공두께가 결정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사지역은 5㎝(설계7㎝), 발파암지역은 10㎝(15㎝)로
계상할 시 17,100천원(제경비포함)상당이 절감될 수 있는 등 도합 24,919천원
(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위 공사(①+②)와 관련하여 총 68,156천원 상당(제경비포함)이 과다 적용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L형측구 합판거푸집 적용 등 과다계상 금액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더불어 각별한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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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ㆍ부서명]

삼척시 ○○과

[시 행 년 도]

2005년 ～ 2006년

[행정상 조치]

시

[재정상 조치]

49,296천원 감액

[신분상 조치]

2명

[제

위험도로(조비동) 확ㆍ포장공사 등 2개 공사 추진 부적정

목]

정

[위법부당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인 경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0조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에
배치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는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표준품셈 6-3 거푸집편에 의하면 거푸집 사용횟수의 결정은 단일 공사별 및
구조물형상 또는 현장 조건에 따라 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L형 측구는
단일공사로 6회사용이 적정하고, 발파암에 대한 암 깍기를 브레이카로 시공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품을 별도 적용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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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시설은 도로 절개면의 낙석,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 장애, 도로
구조물의 손상, 재산 및 인명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
낙석이 예상되는 절개면 일부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도로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규정하고 있고,

교통 안내표지판 등은 되메우기 후 다짐은 표지판기초 콘크리트 하중에 의해서
있으므로 다짐은 불필요하고, 찰쌓기 채집품은 전량 인력시공으로 계상되었으나
기계+인력 조합으로 계상하여도 시공이 가능하며,

국도건설공사설계실무요령(6.포장공)에 의하면 설계서상 아스팔트 포장공의
프라임코팅 시공자재는 액상으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성이 뛰어난RSC-3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교통사고 위험도로(조비동)확.포장공사
삼척시(○○과)에서는‘05.3.31.○○○○○○(주) 대표이사 ○○○과 총 공사
부기금액 1,828,098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05.4.6.착공, ‘09.3.15.준공
예정으로 교통사고 위험 도로(조비동)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자 등은 제출받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위 규정에 의한 품질
시험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였고,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시공사가 제출한 현장대리인 변경신고(당초 : ○○○→
변경 : ○○○)를 받고도 이에 대한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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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암에 대한 암 깍기를 브레이카로 시공할 경우 별도의 면고르기 품의 적용은
불필요함에도 이를 적용하여 25,564천원(제경비포함)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또한 건설표준품셈 6-3 거푸집편에 의하여 L형측구는 거푸집사용

횟수는 6회가

적정함에도 4회로 계상하여 6,148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었고,

아스콘포장의 프라임 코팅은 고상으로서 가격이 비싸고 시공성이 떨어지는 MC-1
으로 설계하여 2,898천원(제경비포함)이 과다 계상되는 등 도합 34,610천원
(제경비 포함) 상당이 과다계상 되었음.

② 초곡 ～ 매원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
'05.05.04. ○○○○○○(주) 대표이사 ○○○와 총공사부기금액 1,029,347천
원에 계약 체결하고, '05.5.10.착공, ‘06.7.20. 준공예정으로 ○○～○○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낙석방지시설은 도로 절개면의 낙석, 토사붕괴 등으로 인한 교통 장애, 도로
구조물의 손상, 재산 및 인명상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로
낙석이 예상되는 구간에만 설치하여야 하나 STA0+660～STA710(50m)에는 비탈면
길이가 3～4m로 낙석위험이 없는 구간에 설계하여 5,694천원(제경비포함)이
과다 계상되었고,

교통 안내표지판(삼각+원형) 및 갈매기표지판은 되메우기 후 다짐은 표지판
기초 콘크리트 자중에 의해 서 있으므로 다짐으로 불필요하며, 찰쌓기 채집품은
기계 + 인력 조합으로 계상하여도 시공이 가능함에도 채집의 전량을 인력으로
설계하여 8,992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는 등 도합 14,686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위 공사(①+②)와 관련하여 총 49,296천원 상당(제경비포함)이 과다 적용
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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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보고 및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처분요구]
발파암 암깍기의 면고르기 품 제외 등 과다계상된 49,296천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수립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더불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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