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고성군 정기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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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소홀
고성○○○ 및 ○○○○ 등 문화예술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강원고성○○○○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산정 부적정
○○○○○ 통행료 지원 부적정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체육행사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부적정
○○○○○○ 미구성 등 업무추진 소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처리 부적정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자 수당 지급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소홀
행정재산 사용허가 등 부적정
산불방지 헬기임차 입찰 등 계약추진 부적정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정산 부적정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
정치망어구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인도확장 등 추진 부적정
○○○○○○(○○○○○○)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고성군 홈페이지 개편 등 정보화사업 추진 부적정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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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수범)사례
1. 수도요금 납부방식 다양화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수도요금 부담완화
□ 추진배경
❍ 상수도 요금을 기존에는 고지서로만 납부하였으나 시대변화에 맞추어
납부방법 다양화 요청
❍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요금 감면 건의

□ 추진상황
❍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1회 민·관 간담회 개최 :
-

2015.1.22.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상수도요금 감면 건의

❍ 상수도 요금 납부방식 다양화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
감면(업종 변경) 계획 확정 : 2015.3.26.
❍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일부 개정

: 2015.7.8.

→

❍ 농공단지 입주기업 수도요금 업종변경(일반 산업) 적용

월부터

: 2015. 7

□ 주요성과
❍ 상수도 요금 납부방법 다양화로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납부편의 도모
-

월

건중 납부자 편의에 따라 납부방법 선택

10,420

❍ 다양하고 편리한 요금 납부로 체납액 감소 효과
(납부방식 다양화) 고지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가상계좌납부 등

❍ 농공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 절감으로 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
-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 11개 업체
(사례) ㈜◯◯◯◯◯◯◯◯ 6월분 2,957톤 사용, 3,282천원 절감 / ◯◯◯◯단지 : 8개 업체

❍ 입주기업 지원시책으로 분양중인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의 분양
활성화 도모 : 현 분양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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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형 사회복지 100인 구성·운영
□ 추진배경
❍ 생생한 현장 체험과 지역사회의 헌신·봉사하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직원과 대상자의 일대일 만남의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따뜻한 지역을 만듦

□ 추진상황
❍

2014.08.27.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

2014.11.19.

민·관 복지계획수립 중간 평가회 실시

❍

2014.12.22.

사랑나눔 알뜰 바자회 참여

❍

2015.05.12.

고성군 주민참여형 복지지원단

타운미팅 실시

21C

인 구성 발대식 및 강연

100

※ 향후계획
- 2015년 고성군 사회복지박람회 참여 : 2015. 10. 8.)
- 내가 경험한 복지이야기 주제로 21C타운미팅 실시 : 2015. 11월중
- 복지100인의 향후역할에 대한 특강 실시 : 2015. 12월중

□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관심도 제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정책 수립
❍ 지역주민 참여로 다양한 복지 활성화 방안 도출

3. 사회단절 소외계층 멘토링 추진
□ 추진배경
❍ 관내 소외계층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 군청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 밀착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군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

- 4 -

□ 추진상황
❍ 기

간

: 2015. 3.

❍ 멘

토

:

고성군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계약직 포함)

❍ 후원가구

:

총

❍ 후원내용

:

말벗, 상담, 학습지도 등 멘토링 후원가구 봉사활동 및

1. ~

가구

67

지속 실시(월 1회 이상)

(법정 보호대상자,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품(쌀, 부식류 등) 지원

□ 기대효과
❍ 지속적 만남을 통한 취약계층 밀착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제도권 밖의 틈새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 더불어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

4. 개발행위허가 민원사무 해피콜 운영
□ 추진배경
❍ 고객만족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불만족사항을 즉시 시정 개선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개발행위허가 민원사무 접수민원 전체

❍ 조사기간

:

분기별 실시

❍ 운영방법
단계

:

해피콜 사전안내

단계

:

전화 설문조사 실시(10개 문항)

단계

:

결과분석으로 시정 및 개선방안 강구

- 1
- 2
- 3

SMS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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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상황
❍ 허가민원팀 신설

: ‘14.9.1.

❍ 개발행위허가 민원 해피콜 설문조사

: 67

명,

‘14.9

❍ 개발행위허가 민원 해피콜 설문조사

: 50

❍ 개발행위허가 민원 해피콜 설문조사

: 52

월~12월

명,

‘15.1

명,

‘15.4

월~3월
월~6월

❍ 해피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발행위,농지전용 편람 제작배부 :

월,

‘15.6

부

300

□ 향후계획
❍ 지속적인 해피콜 설문 제도 운영으로 민원만족 여부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개선사항 발굴·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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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1】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44,065천 원
【제

목】 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승소사건 소송비용 부과고지 현황
(단위: 천 원)
사건명
(사건번호)

소송비용
지출액

○○○○○○○○○○○
○○○○○○○○○(서울고법
춘천△△△△○△△△△) 등
17건

80,77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1)

소송비용 부과고지

계

신청액

미신청

계

부 과

미부과

17건/
49,337

11건/
36,903

6건/
12,434

17건/
49,337

1건/
5,272

16건/
44,065

2. 내 용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
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
1)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소송비용 실 지출액 중 변호사 비용은「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3
조에 따라 소송가액의 규모에 따라 일부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므로,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후 법원이 결
정하는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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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고성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제2조, 제39조, 제43조에 의하면,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은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를 소송수행 주관부서(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이송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소송수행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추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 ○○○○○○은 고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승소
로 확정되는 경우 소송수행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1심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소송비용으로 결정하는 금액을 사건의
상대방에게 부과․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 및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고성군 또는
고성군수를 피고로 하는 승소사건 중 2010.10.1. 이후에 승소로 확정되어
소멸시효2)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 부과·징수 등 이행여
부를 확인한 결과,
위 현황과 같이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 등 17건의 소송에서 피고
고성군이 승소(또는 원고 소취하)로 확정 되었는데도,
‘손해배상(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에 대하여만 직
접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 5,272천 원을 부과․고지 하였으나, 나
머지 16건 44,065천 원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소
2) 지방자치단체 채권의 소멸시효 :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제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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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부과․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거나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2012.4.14. 최종 확정된 ‘○○○○○○○○○○○○○○○○○○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 사건의
경우 2012. 5.11.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11.29.
인용 결정을 받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소송비용 3,013천 원을 부과․고지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고성군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 중 고성군이 승소(소취하 포
함)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과․고지하지 않은 16건 44,065
천 원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소송비용
으로 결정하는 금액을 사건의 상대방에게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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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488천 원
【제

목】 고성○○○ 및 ○○○○ 등 문화예술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고성○○○ 및 ○○○○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현황 :
나. ○○○○○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현황 :
다. ○○○○ 전통민속체험 축제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현황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17조, 구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서 제8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
액과 그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의 수행
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를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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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3)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에서 제15조, 제17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변경4)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
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받아 보조금의 정산검사
를 하여야 하고, 이때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5)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비 중 세부사업 기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행사성 사업은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
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은 물론, 자치단체는 동일사업 지원기간
3)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이 교부목
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게 반환)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
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함.
4) 사정변경 :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5) 기부금 모집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구체적인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10억 원 이하 - 시․도지사, 10억 원 초과 - 안전행정부장관)에 등록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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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년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6)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에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
여 보조한 후, 그 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되,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
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일
반과세자7)와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8)이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행사보조금(307-04)’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를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집행)하는 축제․행사의 경우에는 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201-03)’9)로 편성하여 직접
6) 행사·축제 예산 성과평가 실시
구 분

성과평가

대
상
1) 예산규모, 예산지출 형식 등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예
산이 투입되는 민간보조 사업(세부사업기준)은 매년 그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국가적 행사·축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여지 없
이 반드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기준 및 절차
1) ‘행사·축제 성과평가 표준안’을 기초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성과평가 실시
* 평가항목, 검토사항, 배점기준 등은 자치단체 자율조정 가능

2) 가급적 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성과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되, 보조
사업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활용
가능
3)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 수행규
모 감축 여부 등을 판단하고 예산 조치

7)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8)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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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현황 ‘가’ ~ ‘다’와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성○○
○ 등’에게 민간행사 보조금을 지원하여 매년 ‘○○○○○ 등’을 개최하도
록 하면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과 ‘고성○○○ 및 ○○○○ 보조금 교
부·정산’에 대한 2012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보조금이 적정
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검사 등을 철
저히 하여야 했음에도,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가. 보조금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민간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민간
행사사업보조(307-04)’ 비목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가’와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석전대제 개최’ 등
○○○○가 주관 또는 주체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8건, 32,000천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비목에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나. 군(郡)이 추진하는 행사를 보조사업으로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집행)하는 축제․행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는 ‘민간행사보조(30704)’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에 지원할 수 없고, ‘행사운영비(201-03)’
에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2년~2015년 ○○○○○10)’의 경우에는 행사개최를 위하여
9) 행사운영비(201-03)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비용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행사 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수용비와 강사료,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으로 집행함.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적용
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10) 2012년~2015년 ○○○○○
주 최
주 관
후
원
비고
고성군 ○○○○○위원회 ○○○○○, ○○○○○, ○○○○○○○○○○○,△△사단 및 예하부대 등
*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하여 제공한 우리말 바로쓰기에 따르면 ‘주최’는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질 때’쓰이는데 대하여 ‘주관’은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집행(실무처리)할 때’쓰이며, ‘후원’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은 도움을 줄 때’쓰인다고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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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과)에서 ‘○○○○○위원회’에 소속 공무원(고성군 부군수,
문화담당 과장, 읍면장)을 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 위 행사
보조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안 작성, 고성군청 부서별 업무분장·조정·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로 고성군이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위 현황 ‘나’와 같이 ‘○○○○○위원회’에게 2012년 235,000천 원,
2013년 215,000천 원, 2014년 215,000천 원 등 3년간 총 665,000천 원의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268,000천 원의 예산을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12년~2015년 ○○○○ 전통민속체험 축제11)’의 경우에는 행사개최를
위하여 ‘(사)○○○○ ○○○’에서 해야 할 행사 추진계획과 안전관리, 홍보,
유관기관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
실상 주관하는 형태로 고성군이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위 현황 ‘다’와 같이 ‘(사)○○○○ ○○○’에게 2012년 50,000천 원,
2013년 50,000천 원, 2014년 70,000천 원 등 3년간 총 170,000천 원의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70,000천 원의 예산을 민간행
사보조금으로 편성·집행 하였다.
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조사․검토 소홀
①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금액산정 적정성 여부 등 미검토
[2012년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미이행]
보조금은 보조권자의 승인 없이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의 사용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1) 2012년~2015년 ○○○○ 전통민속체험 축제 : 주최 – 고성군, 주관 – 사단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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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2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2011년 고성○○○에
지원한 ‘청소년 문화예술제와 성년의 날 행사’ 보조금 12,000천 원에 대하여
학교행사비로 구체적 산출기초 없이 포괄적으로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 유사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라는 처분요구(강원도 감사관-99호, 2013.1.3.)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현황 ‘가’~‘다’와 같이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보조금 등의 산출기초와 보조사업에 소
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등이 없어 보조사업의 내용과 금액산정의 적정여
부를 검토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를 통해 보조금 산정의 적
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각각 교부·결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한 보조금 612,153천 원12)이 산출기초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지를 정산검사 시 확인 할 수 없게 하는 등 2012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동일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되었다.
② 보조금 사용방법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행사 참여단체 등에게 보
조금을 재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과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군수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나’와 같이 2012년~2014년 ‘○○○○○’의 경우 대부
분의 행사를 관내 단체가 각각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2) 보조금 612,153천 원
보조사업
’13년~’15년
’12년~’15년
’12년~’14년
’12년~’15년

계
문화사업+청소년 문화예술
○○○○
○○○○○
○○○○ 전통민속체험 축제

보조금 총액
1,281,500
230,500
146,000
665,000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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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 시
산출기초 미검토
612,153
136,930
7,215
228,008
240,000

비고
(47.7%)
(59.4%)
(4.9%)
(34.2%)
(100%)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요되는 경비의 사
용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게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다.
③ 수입금 발생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2012년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미이행]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 수행으로 얻게 될 수입금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이를 자부담 사업비에 반영하여 자부담분 만큼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사업 종료 후 발생된 수입만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2012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고성○○○이 고성군
에서 지원된 보조금으로 201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학교 및 사랑
방교실 수강료(4,210천 원), ○○○ 회원 회비(3,810천 원) 등 연 18,784
천 원의 수입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학교 및 사랑방교실은 보조금으
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시 수강료 수입분을 자부담으로 포함하
여야 했음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수강료를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하여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수입
금은 총사업비에 반드시 포함하여 교부하라는 처분요구(강원도 감사관-99
호, 2013.1.3.)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위 현황 ‘가’, ‘다’와 같이 고성○○○ 등이 2013년~2015년 고성군
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문화학교 및 사랑방교실 등의 보조사업을 추진
하면서 41,500천 원의 수입금13)이 발생되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고성○○○ 등’이 보조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계
획서에 보조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수강료, 회원회비, 기타
등)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사업계획서를 보완토록 하지 않은 채
13) 41,500천 원 수입금
계
41,500

(단위: 천 원)
’13년~’15년 문화학교 등 운영
2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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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14년 ○○○○ 전통민속체험 축제
11,590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등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보조금 교부·결정 시 총 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수강료 등의 수입
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고성○○○ 등이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입금 내역을 보조사
업 실적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입
금 발생내역에 사실 확인 없이 보조사업 정산보고가 적정한 것으로 정산
검사를 하는 등 2012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동일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되었다.
④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격려금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집행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나’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교부결정함에 있어서 재향군인회 등 ○○○○
○ 참여단체에게 지급한 격려금의 경우, 격려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
○○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위원회에 격려금 용도로 민간행사보조금
6,000천 원(2012년 1,000천 원, 2013년 3,000천 원, 2014년 2,000천 원)을
교부결정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출전선수 등에게 집행하게 하였다.
라. 행사개최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미실시
민간보조사업은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
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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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후에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자
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나’~‘다’와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민간행사 보조금을 편성·지원하였고, 보조금 지원 결
과 등을 고성군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아니 하였다.
마.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미실시 등
① 보조금 교부권자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변경 지도·감독 미실시
[2012년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미이행]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2012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가 2011년도
한문예절교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사업 신청과 다르게
집행한 것을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한 것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라는 처분
요구(강원도 감사관-99호, 2013.1.3.)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현황 ‘가’~‘다’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계획과 보조금 배분을 변경14)하
여 경비를 집행(34개 사업, 351,807천 원)하였는데도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보조사업 기간 종료 후,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기간 내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14) 사업계획 및 보조금 배분 변경
구분
주요사업
계획변경

계

’13년 ○○○○

’13년~’14년 ○○○○○

’12년~’14년 ○○○○ 전통민속체험 축제

당초

37개 사업, 331,300천 원

4개 사업, 35,000천 원

14개 사업, 128,700천 원

19개 사업, 167,600천 원

변경

34개 사업, 351,807천 원

3개 사업, 35,000천 원

11개 사업, 140,668천 원

20개 사업, 176,13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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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위 현황 ‘나’~‘다’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2012년 57건 149,497천
원, 2013년 56건 158,649천 원, 2014년 58건 164,991천 원 등 모두 171
건, 473,137천 원15)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기간 종료 후 보조
금을 집행하였는데도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③ 보조사업자 기부금 모집 지도·감독 부적정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16)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도
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나’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위원회
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채 ‘◯◯◯◯◯ 등’에게 기부금 출연을
권유하여 기부금 55,045천 원을 모집하였는데도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④ 보조금 집행 지방계약법령 미 준수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
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17)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15) 171건, 473,137천 원
계

’12년~’14년 ○○○○○

’12년~’14년 ○○○○ 전통민속체험 축제

171건 473,137천 원

130건 378,186천 원

41건 94,951천 원

16) 기부금 모집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구체적
인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10억 원 이하 - 시․도지사, 10억 원 초과 - 안전행정부장관)에 등록하도록 규정
17) 계약이행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① 선금 지급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ㆍ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의
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지만,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할 경우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② 수의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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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가’18)~‘다’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선금 지급(3건, 56,000천 원), 지정정보처리장치 미이용 및 단일견적19) 수
의계약(5건, 155,518천 원), 분할 수의계약(13건, 111,931천 원) 등 모두
24건, 427,949천 원20)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보조
금을 집행하였는데도 보조금 회수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를 취하지 아니
한 결과, 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인 견적가격
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예산을 절약하지 못하였다.
특히, 행사 대행용역에 대하여 과업수행 후에 대행사업자가 집행한 용역
비(3건, 104,000천 원)에 대한 정산과 집행증빙 서류 등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선금 및 대행 용역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
지 못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요구, 자료제출 등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보조금
정산검사 시에도 보조금 회수 등의 검토 없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처
리하였다.
⑤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 부적정
[2012년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미이행]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③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8) ○○○○지 발간 : 보조금 집행 시에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
19) 견적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20) 모두 24건, 427,449천 원
계

보조사업명
계
고성○○○ 및 ○○○○
○○○○○
○○○○ 전통민속체험

건수
24
1
19
4

금액
427,449
28,968
335,131
63,350

선금 지급
건수
3

금액
56,000

2
1

41,000
15,000

지정정보처리장치 미이용,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
금액
5
155,518
1
28,968
3
104,000
1
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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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의계약

정산 미실시

건수
13

금액
111,931

건수
3

금액
104,000

11
2

86,131
25,800

3

104,000

보조사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조
목적의 위배 여부,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보조금
정산검사와 보조사업자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2012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가 2011년도에
㉮ ‘청소년문화예술제와 성년의 날’ 보조금을 집행한 후, 뒤늦게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마친 것과 ㉯ ‘청소년 인성교육과 한문예절 교실’ 보
조금을 집행하면서 강사료를 받은 강사에게 식사를 제공, 3명의 출장비
633천 원을 ◯◯◯◯에게 일괄지급, 기념품 과다 구입, 상품권 수령인 미
첨부 등에 대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
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라는 처분요구(강원도 감사관-99호, 2013.1.3.)
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2015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2012년 종합
감사 처분요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 위 현황 ‘가’와 같이 고성○○○ 및 ○○○○ 보조사업은 2013년도
문화사업 등 4개의 보조사업의 경우는 사업종료 후 89일이 경과된 후에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뒤늦게 마쳤고, 2012년도 ○○○○ 운영
등 5개의 보조사업의 경우는 2013.1.10. 정산서 등을 제출받은 지 362일
이 지난 2014.1.6. 정산검사를 마쳤고, 2013년 ○○○○ 향교지 발간 보
조금 이자(30,029원)를 2015.9.3. 고성군에 세입 조치하는 등 보조금 정
산검사를 지연하였으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국내여비 집행 시 증빙서류 미첨부
(476명, 32,017천 원), 강사료를 받은 강사에게 식사를 제공(126천 원),
편집위원 수당을 ◯◯◯◯에게 일괄지급(6,000천 원), 기념품 과다 구입(130
천 원), 상품권 수령인 미첨부(1,260천 원), 강사료와 수당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아울러, ㉯ 위 현황 ‘나’와 같이 ○○○○○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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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사업기간이 종료된 지 짧게는 71일, 길게는 195일이 지나서야
정산서를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마쳤고,
전통 연 만들기 체험 등 지원경비(228,008천 원)를 지원한 후에 보조사
업자로부터 정산내역만 제출받았을 뿐, 관련 증빙서를 전혀 제출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년~2014년 ○○○○○ 민간행사보조금 324,000천 원을 간성읍 등
4개 읍면에 재교부하여 ‘읍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위 행사보
조금을 집행하게 하면서 식자재 구입 및 선수훈련비 집행증빙 미첨부, 상
품권 수령인 미첨부, 간이영수증 첨부 등 모두 35건 115,888천 원을 부적
정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 위 현황 ‘다’와 같이 ○○○○ 전통민속체험 축제는 체험 등 행
사지원금 14건 13,900천 원에 대하여 집행증빙 미첨부 등 보조금을 부적
정하게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고성○○○ 및 ○○○○ 보조사업 등 3개 보조사업은 정산지
연, 각종 증빙자료 미첨부 및 정산 미실시, 상품권 수령인 미첨부, 기념품
과다 구입 등 2012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발생되
고 있지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확정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⑥ 보조금 집행 잔액 등 반납조치 미이행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집행 잔액 및 발생된 이자, 보조금 전용카드에서
발생된 인센티브 포인트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위 현황 ‘가’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보조금
전용카드21) 결제로 인하여 발생된 현금 전환 포인트 488,930원(점)을 군수
에게 반납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1) 보조금 전용카드 : 5장(① ○○○○ : △△△-△△-△△△△△△, 카드번호 ○○○○○○○○○○○○○○○○○○○, ② ○○
○○○ : △△△-△△-△△△△△△, 카드번호 ○○○○○○○○○○○○○○○○○○○, ③ ○○○○○○○ : △△△-△△-△
△△△△△△, 카드번호 △△△-△△△△-△△△△-△△△△, ④ ○○○○ : △△△-△△-△△△△△△, 카드번호 △△△-△△
△△-△△△△-△△△△, ⑤ ○○○○○ : △△△-△△△△-△△△△-△△, 카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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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성○○○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등 미이행
[2012년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미이행]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다음 사업연
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
입·지출결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결과 보고서,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
산목록 및 사원 현황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고, 군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고성○○○이 2011
년~2012년 보조사업 신청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만 제출받았을
뿐, 수입·지출예산서 등 관련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특히,
수입분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년도 개시 전․
후에 연도별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수입지출계산서 등 관련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과 유사사
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
하라는 처분요구(강원도 감사관-99호, 2013.1.3.)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2015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 시에 위 처분요구 이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위 현황 ‘다’와 같이 201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고
성○○○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예산서, 감사결과 보고서, 재산목록 등 자료
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있으며, 수입분에 대해서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
고 있고, 검토의견서 또한 강원도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2012년 고성군
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동일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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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고성○○○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현금전환 포인트 488
천 원(점)에 대하여 회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매년도 개시 전·후에 연도별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수입·지출계산서 등 관련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아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정산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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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3】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
【시 행 년 도】 2012년 ~ 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강원고성○○○○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현황
사 업명
(사업기간)
(행사기간)

보조사업자
(대표자)

교부·결정
신청일 결정일

계
’12년 제14회
고성○○○○
(’12.6.28.~10.28.)
(’12.10.25.~10.28.)

(단위: 천 원)

총사업비
재
계

군 보조 자부담22)

1,366,000 1,366,000
고성○○
◯◯◯◯◯ ’12.6.28 ’12.6.28
(위원장 ○○○)

정 산 서

원

제출일

검사일

성과평가
실시여부

0

448,000

448,000

0

’12.12.18. ’13.3.8.
미실시
(50일 경과) (81일 경과)

’13년 제15회
고성○○○○
(’13.7.15.~10.27.)
(’13.10.24.~10.27.)

〃

’13.7.11 ’13.7.15

448,000

448,000

0

’13.12.31.
(64일 경과)

’14년 제16회
강원고성○○○○
(’14.7.29.~11.2.)
(’14.10.30.~11.2.)

〃

’14.7.28 ’14.7.29

470,000

470,000

0

’14.12.31. ’15.2.16.
(58일 경과) (48일 경과)

’14.5.7.
(128일
경과)

〃

〃

22) 자부담 : 2012년~2014년 보조사업 정산서에 의하면, 2012년 84,596천 원, 2013년 70,324천 원, 2014년 80,215천 원의
자부담을 집행한 것으로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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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금액산정 등 산출기초 미검토 현황
(단위: 천 원)
2013년 제15회

2014년 제16회

고성○○○○

강원고성○○○○

918,000

448,000

470,000

433,696
(47%)

230,320
(51%)

203,376
(43%)

구 분

계

보조금
교부결정액
금액산정 등
산출기초 미검토

비 고

다. 보조금 배분 및 사업계획 임의변경 현황
(단위: 천 원)
주요 사업계획 변경
연도별

당
계

’12년
제14회

◦
◦
◦
◦
◦
◦
◦
◦
◦
◦
◦
◦
◦
◦
◦

’13년
제15회

변

15개 사업, 375,780

공식행사
행사장조성
방송시스템
공연행사
경연행사
항구문화체험
거리이벤트마당
가족체험마당
전시마당
부대행사
고성 장터시장
홍보지원비
설문조사 및 인건비
행정지원 및 부대비용
기타 및 예비비
계

◦
◦
◦
◦
◦
◦
◦
◦
◦
◦
◦
◦
◦

초

경

승인
여부

9개 사업, 440,399천원
23,750
44,000
28,000
8,300
14,600
31,110
20,000
17,000
22,000
6,000
3,000
53,700
31,620
68,060
4,640

◦ 공식행사
◦ 행사장 조성
◦ 공연행사 및 방송시스템

4,843
74,176
124,630

◦
◦
◦
◦
◦
◦
◦
◦
◦
◦
◦

미집행
17,250
36,550
26,975 미요청
19,659
미집행
미집행
미집행
4,950
131,366
미집행

경연행사
항구문화체험
거리이벤트마당
가족체험행사
전시마당
부대행사
고성 장터시장
홍보지원비
설문조사 및 인건비
행정지원 및 부대비용
기타 및 예비비

13개 사업, 427,705천원

공식행사
행사장조성
공연행사 및 시스템
가족체험행사
○○체험행사
항구문화체험
거리이벤트
어린이세상
전시 및 홍보
부대행사
홍보지원비
축제평가에 따른 인건비
행정지원 및 부대비용

승인
요청

미승인

13개 사업, 518,324천원

33,750
64,000
29,705
25,900
20,000
28,150
15,000
12,000
30,000
5,000
59,980
29,420
74,800

◦
◦
◦
◦
◦
◦
◦
◦
◦
◦
◦
◦
◦

공식행사
행사장조성
공연행사 및 시스템
가족체험행사
○○체험행사
항구문화체험
거리이벤트
어린이세상
전시 및 홍보
부대행사
홍보지원비
축제평가에 따른 인건비
행정지원 및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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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2
65,106
109,705
31,320
4,800
7,000
28,200 미요청
21,800
25,000
5,060
63,300
4,130
146,071

미승인

라. 보조사업 추진 수입금 발생 현황
계

(단위: 천 원)

2012년도

계

체험
행사23)

먹거리
장터 등24)

55,229

14,529

40,700

계

체험
행사

16,752

3,552

2013년도
먹거리
장터 등
13,200

2014년도

계

체험
행사

먹거리
장터 등

계

체험
행사

먹거리
장터 등

17,059

4,159

12,900

21,418

6,818

14,600

마. 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건, 천 원)
2012년 제14회
(2012.6.27.이전 시행)

계
건수

금액

23

건수

132,518

2013년 제15회
(2013.7.15.이전 집행)

금액
6

건수

16,929

금액
6

42,604

2014년 제16회
(2014.7.28.이전 집행)
건수

금액

11

72,985

바. 보조사업 기간 종료 후,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건, 천 원)
2012년 제14회
(2012.10.29.이후 집행)

계
건수

금액

94

591,524

건수
25

2013년 제15회
(2013.10.28.이후 집행)

금액

건수

188,384

38

금액
166,120

2014년 제16회
(2014.11.3.이후 집행)
건수

금액

31

237,020

사. 보조사업자 기부금 모집 현황
(단위: 천 원)
계
기부자
58개
개인·단체

2012년 제14회
금 액
159,350

기부자
21개
개인·단체

2013년 제32회

금 액
59,550

기부자
22개
개인·단체

금 액
53,400

2014년 제33회
기부자
15개
개인·단체

금 액
46,400

23) 체험행사 : 행운태 만들기 체험, 샌드아트 체험, 활어맨손잡기, ○○야 소원을 빌어줘, ○○ 달고나 체험, 어린이 키즈랜드 등
24) 먹거리 장터 등 : 먹거리 식당·건어물 판매장·특산물 판매장·풍물시장(임차료), 고성○○캐릭터 판매 수입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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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방계약법령 미준수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계약일자

건명

금액

계

18건

239,334

’12.10.10.

공연행사 및
방송시스템운영비

120,000

’13.9.28.

공연행사 및
방송시스템

‘14.8.28

축제 공연 대행

’12.5.6.

○○○○ 사전홍보광고
(홍보탑,스크린,크레인 등)

’12.10.10.
’12.9.20.

홍보현수막 및 판촉물
제작
○○○○ 광고홍보
(현수막 등)

계약업체
(업 종)

㈜○○○○○○○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99,000 ○○○○○○(○○○)
(서비스/방송)
22,000

○○○○

(옥외광고,축제기획,
이벤트행사)

2,400

○○○○○
(제조업/광고,간판,
표구,표찰)

○○○○
21,000 (제조업/간판,광고물인쇄

○○○○
15,700 (제조업/간판,광고물인쇄

’13.8.6.

○○○○ 광고 홍보

○○○○
21,800 (제조업/간판,광고물인쇄

’13.8.6.

도로 및 행사장아치 광고
(입간판, 홍보탑)

○○○○
17,000 (제조업/간판,광고물인쇄

’14.6.10.

사전홍보에 따른
리플렛 및 판촉물

20,190

’14.6.10.

사전홍보에 따른
리플렛 및 현수막 제작

7,420

㈜○○○○○○

’14.8.6.

행사장내 광고홍보

21,000

(간판,광고물인쇄 및
판촉물)

’14.8.6.

아치설치 및
도로광고비

10,700

(간판,광고물인쇄 및
판촉물)

’14.9.6.
’14.9.6.
’14.9.6.

선물용 ○○ 구입
행운태 재료 및
○○구이판매점 코다리 구입
덕장전시 및 체험행사
건○○ 구입
가족체험행사에
소요되는 상품구입
(건어물선물세트)

1

11,000

-

-

대행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미첨부

-

-

대행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미첨부

10.1

11,000

-

-

분할 수의계약
(43,784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판촉물)

○○○○ 사전홍보 광고

’14.7.6.

비고

및 판촉물)

’13.6.6.

’14.7.10.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
미이용, 1인 견적
수의계약

○○○○
13,000 (제조업/간판,광고물인쇄

○○○○ 광고홍보
(쇼핑백,명찰,유도봉,
식당이용권 등)

선물용박스 및 명주실
제작
○○구이판 및
○○포장박스 제작

선금 지급
일자
금액

(서비스외/TV유선방송외)

’12.9.20.

’14.6.10.

방 법

천 원)

7,384

○○○○
(도소매,제조/
광고,자재)

및 판촉물)
및 판촉물)

분할 수의계약
(54,500천원)

및 판촉물)

○○○○○
○○○○○○
(광고대행,인쇄)

분할 수의계약
(27,610천원)

(현수막,광고용품)

○○○○
○○○○

○○○○
21,600 (광고디자인,전자상거래)
○○○○
9,820 (광고디자인,전자상거래)
○○○○○
8,700

분할 수의계약
(31,700천원)

분할 수의계약
(31,420천원)

(도소매/건어물)

3,020
14,600
2,000

○○○○○
(도소매/건어물)

○○○○○

(도소매/건어물)

○○○○○

(도소매/건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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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의계약
(28,320천원)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17조, 舊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서 제8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
액과 그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의 수행
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를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25)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에서 제15조, 제17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변경26)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받아 보조금의 정산검
사를 하여야 하고, 이때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
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하
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보조사업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
25)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이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
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게 반환)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
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함.
26) 사정변경 :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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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27)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
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28)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에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보조한 후, 그 결과를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되,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
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일
27) 기부금 모집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구체적인 모
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10억 원 이하 - 시․도지사, 10억 원 초과 - 안전행정부장관)에 등록하도록 규정
28) 행사·축제 예산 성과평가 실시
구 분

성과평가

대
상
1) 예산규모, 예산지출 형식 등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예
산이 투입되는 민간보조 사업(세부사업기준)은 매년 그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국가적 행사·축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여지 없
이 반드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30 -

기준 및 절차
1) ‘행사·축제 성과평가 표준안’을 기초로 자치단체의 실
정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성과평가 실시
* 평가항목, 검토사항, 배점기준 등은 자치단체 자율조정 가능
2) 가급적 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성과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되, 보조
사업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활용
가능
3)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 수행규
모 감축 여부 등을 판단하고 예산 조치

반과세자29)와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30)이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을 첨부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민간행사보조금(307-04)’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를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집행)하는 축제․행사의 경우에는 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201-03)’31)로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위 현황 ‘가’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고성○○○○위원회’에게 민간행사 보조금을 지원하여 매년 ‘강원고
성○○○○’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과 2010년도 강
원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했음에도, 아래
와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가. 군(郡)이 추진하는 행사를 보조사업으로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집행)하는 축제․행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는 ‘민간행사보조(30704)’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에 지원할 수 없고, ‘행사운영비(201-03)’
에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2년~2014년 강원고성○○○○32)’를 개최하고자 「고성○○
29)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30)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31) 행사운영비(201-03) :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비용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으로서, 행사 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
물, 현수막, 상패 제작 등 수용비와 강사료,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등으로 집행함.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
사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32) 2012년~2014년 강원고성○○○○
주 최
주 관
후
원
비고
고성군 강원고성○○○○위원회
○○○○○,○○○○○,○○○○○○,○○○, 언론사 등
*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하여 제공한 우리말 바로쓰기에 따르면 ‘주최’는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계획하거나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질 때’쓰이는데 대하여 ‘주관’은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집행(실무처리)할 때’쓰이며, ‘후원’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을 매개로 하지 않은 도움을 줄 때’쓰인다고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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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의하여 위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
촉하여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은 물론, 고성군청 부서별
업무분장·조정·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
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로 고성군이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위 현황 ‘가’와 같이 ‘고성○○○○위원회’에게 2012년 448,000천 원,
2013년 448,000천 원, 2014년 470,000천 원 등 3년간 모두 1,366,000천 원
의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도 470,000천 원의 예산을 민
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였다.
나.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조사·검토 소홀
①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금액산정 적정성 여부 등 미검토
보조금은 보조권자의 승인 없이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보조금의 사용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가’와 같이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보조금 등의 산출기초와 보조사업에 소요되
는 경비의 사용방법 등이 없어 보조사업의 내용과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를 통해 보조금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지원
한 보조금(433,696천 원)이 산출기초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정
산검사 시 확인 할 수 없게 되었다.
② 수입금 발생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 수행으로 얻게 될 수입금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이를 자부담 사업비에 반영하여 자부담분 만큼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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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후 발생된 수입만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라’와 같이 고성○○○○위원회가 2012년부터 2014년까
지 고성군에서 지원받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강원고성○○○○’를 개최하
면서 55,229천 원의 수입금이 발생되었는데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이를 자부담 사업비에 반영하여 자부담분 만큼 보조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사업 종료 후 발생된 수입금만큼 보조금을 반납받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된 수입금
이 보조사업자의 수입이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③ 보조금 교부결정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
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마’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신청당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보조사업자가 이미 시행한 사업 23건
132,518천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다. 행사개최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미실시
민간보조사업은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
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에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자
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강원고성○○○○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
한 채 민간행사 보조금을 편성·지원하였고, 보조금 지원 결과 등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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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아니 하였다.
라.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미실시 등
① 보조금 교부권자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변경 지도·감독 미실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다’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계획과 보조금 배분을 변경하여 경비를
집행(22개 사업, 958,723천 원)하였는데도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하였다.
② 보조사업 기간 종료 후,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기간 이내에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
업 기간 이후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바’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2012년 25건 188,384천 원,
2013년 38건 166,120천 원, 2014년 31건 237,020천 원 등 모두 94건,
591,524천 원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기간 종료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도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③ 보조사업자 기부금 모집 지도·감독 부적정
[2010년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요구 미이행]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33)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도
33) 기부금 모집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구체적인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10억 원 이하 - 시․도지사, 10억 원 초과 - 안전행정부장관)에 등록하도록 규정

- 34 -

지사 등에게 등록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2010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보조사업자인 ‘고성○
○○○위원회’가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을 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181,830천 원을 모집한 것에 대하
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처분요구
(강원도 감사관-5817호, 2010.6.11.)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현황 ‘사’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고성○○○○위원
회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채 ‘○○○○○ 등’에게 기부금 출연
을 권유하여 기부금 159,350천 원을 모집하였는데도 지도․감독 등의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④ 보조금 집행 지방계약법령 미 준수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
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34)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선금 지
급(1건, 11,000천 원), 지정정보처리장치 미이용 및 단일견적35)·분할 수의
계약(18건, 239,334천 원) 등 모두 19건, 250,334천 원에 대하여 지방계
약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도 보조금 회수 등에 대
34) 계약이행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① 선금 지급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ㆍ제조나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계약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의
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지만,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선금을 지급할 경우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② 수의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③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5) 견적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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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무런 검토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인 견적가
격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예산을 절약하지 못하였다.
⑤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 부적정
보조사업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
조목적의 위배 여부,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정
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가’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사업이 종료
된 후에 정산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사업기간
이 종료된 지 짧게는 50일, 길게는 64일이 지나서야 정산서를 제출받은
후, 짧게는 48일, 길게는 128일이 지나서야 정산검사를 마쳤다.
특히, 2012년~2013년 ‘공연행사 및 방송시스템 운영’의 행사 대행용역
(2건, 219,000천 원)에 대하여 과업수행 후에 대행사업자가 집행한 용역
비에 대한 정산과 집행증빙 서류 등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대행 용역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지 못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요구,
자료제출 등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보조금 정산검사
시에도 보조금 회수 등의 검토 없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정산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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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4】 신분상 조치 2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제

목】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산정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지원 현황 : 1,819,326천 원
(단위: 천 원, %)
운송사업자
○○○○○○
㈜

2012년

2013년

2014년

노
선
수

손실액

지급액

보전
비율

손실액

지급액

보전
비율

손실액

지급액

보전
비율

24

896,575

558,408

62.2

896,575

605,961

67.5

962,743

654,957

68.0

나.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수익금 분석 용역 현황
구분

* 2013년 미실시

용역기간

납품일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관

손실보상금 적용기간

2014년

3.19. ~ 6.9.

’14. 6. 5.

18,000

(재)○○○○○○○○○

’14. 1. 1. ∼ 12. 31.

2015년

3.3. ~ 6.1.

’15. 5. 20.

18,000

(재)○○○○○○○○○

’15. 1. 1. ∼ 12. 31.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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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
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연도별 ‘고성군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수익금 분석 용역36)’을 실시
하여 버스운송사업에 따른 손실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 현황
‘가’와 같이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
지 모두 1,819,326천 원을 재정지원 하였다.
그런데, 고성군(○○○○과)이 ‘고성군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수익금 분석 용
역’ 성과품을 납품받았을 때에는 농어촌버스 등 운행 관련 각종 교통량 조사
및 운송수입과 운송원가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서
운송수입이 과소 계상되거나 운송원가가 과다 계상되어 ○○○○○○
(주)에게 재정지원금이 과다·과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시내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등을 준수하여 시내버스 요
금 산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음에도,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가.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 시, 총괄원가 방식 미적용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8.1.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 적자노선 증가
등으로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 증대 및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
36) 고성군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수익금 분석 용역 : 용역의 목적은 농어촌버스 운영행 전체노선 및 적자노선에 대한 전문 연구
기관의 현장 교통량(실사)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손실규모 추정 및 객관적인 재정지원 자료를 도출하고 재정지원 및 폐선권고
노선과 통폐합 등 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으로 기업경영개선과 노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보조금의
효율적 집행과 군민들에게 일정수준의 대중교통 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데 있음.
※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 제50조제2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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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 부재 및 상이한 원가산정방
식 적용에 문제점이 있어 시내버스 원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가절감을
추진하고자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37), 「시내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
기준」등을 시행 하였다.
그런데, 위 현황 ‘나’와 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재단법인 ◯◯◯◯
◯ ◯◯◯◯ 이 제출한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시내버스 요금 산정
기준」의 총괄원가 방식38)을 적용하지 않아 전체 용역성과품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용역기관에 대한 아무런 지도․감독이나 면밀한 검토
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부적정하게 산정하였다.
나.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이자비용 반영 부적정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에 의하면, 적정원가 산정 시 영
업외 비용 중 지급이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운송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부족한 수입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비용은 운송수입에 대응되는
항목으로써 운송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만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재단법인 ◯◯◯◯◯ ◯◯◯◯ 이 제출한 용역
37)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
① 시내버스 요금은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 보상수준
②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함
③ 대상기간은 1회계연도로 하되,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조정
■ 총괄원가 = 적정원가 +적정투자보수
* 적정원가 = 영업비용+영업외 비용(지급이자 제외)+법인세비용-영업외 수익
* 적정투자보수 = 요금기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액)×적정투자보수율(자기자본보수율과 타인자본보수율 가중평균)
38) 총괄원가 방식 : 적정원가에다 적정투자보수(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
구분

산정방식

요금기저

당해 회계연도의 순가동설비자산액과 순무형자산액의 기초․기말 평균가액에 1개월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 단 시내버스에 직접 공여하지 아니하는 유휴자산, 영업권 및 타 목적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함

적정투자보수율

자기자본보수율과 타인자본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구성비로 각각 가중 평균하여 산정
￭ 자기자본보수율: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수익성지표 중 운수업을 제외한 전체 산업의
3년간 자기자본순수익율 평균을 적용
￭ 타인자본보수율: 직전회계연도 차입굼에 대한 이자를 동 차입금의 평균월말잔액으로 나누어
구한 율에 “1-법인세율”을 곱한 세후 타인자본보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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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영업외 비용 중 지급이자 31,770,562원(2014년
18,418,859원, 2015년 13,351,703원)을 운송원가에 계상하였으나,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영업외 비용 중 지급이자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
반영 하였다.
다. 버스운송원가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에다 적정투자 보수(요금기저×적정투자보수율)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표준원가 중 적정이윤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에 규정된 적정투자보수 방식으로
산정하여 재정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재단법인 ○○○○○○○○○에서 제출한
용역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적정투자 보수 방식’이 아닌 ‘부가가치 비용방
식39)’을 적용하여 운송원가에 계상40)하였다.
그런데 각 운송사업자별로 재무구조가 상이하므로 단순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아래 [표]와 같이 인근 지자체에서 실시한 ‘농어촌버스 운
행노선 수익금 분석 용역결과 보고서’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정투자 보수
방식’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원가 대비 적정투자 보수(이윤) 비율이
평균 1.4%로 나타났으나, 고성군의 경우 총괄원가(3,111,820,140원) 대비
적정투자보수(이윤, 210,021,466원) 비율이 6.7%로 나타나고 있어 이윤이
과다 책정 되었다.
〔표〕인근 지자체(4개사)의 총괄원가 대비 적정투자 보수(이윤) 비율
업체명

총괄원가(원)

적정투자보수

비율(%)

업체명

총괄원가(원)

적정투자보수

비율(%)

00운수

11,648,040,952

139,985,487

1.2

00운수

2,745,016,791

45,415,969

1.7

00운수

9,730,188,099

144,170,689

1.5

00운수

557,253,747

6,292,058

1.1

※ 총괄원가 대비 적정투자보수(이윤) 평균 비율 : 1.375%
39) 부가가치비용방식 : (경상원가-외부구입비용)×10%
40) 운송원가 계상 : 적정투자보수방식을 적용하면 운송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용역결과서 자체에 요금기저 및 적정
투자보수율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검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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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어촌버스 폐차 수입금 운송원가 미반영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에 의하면, 운송원가를
산정 할 때에는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차 매각대금을 운송수입금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차량별 순 취
득가액에서 평균 폐차 매각대금 비율을 차감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5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
(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총 4대41)의 버스를 폐차하여
발생된 폐차수입금 2,500,000원을 2015년 운송사업자 운송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을 위한 수익금 분석용역 성과품의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관련법규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부실한
용역성과품을 바탕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15년 고성군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수익금 분석 용역성과품을
전면 재검토 하여 적정한 손실금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41) 4대 : 폐차인수증명서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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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5】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278,800원
【제

목】 ○○○○○ 통행료 지원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및 통행료 지원 현황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현황
6,006건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자
중 전출자 (’12년 이후)

통행료 지원현황
(’12년 이후)

501명

229,049,720원

(카드정지 133명, 미정지 368명)

비고
도비50%
군비50%

나. ○○○○○ 통행료 감면카드 등록자 중 타 지역 전출 및 부정사용 현황
감면카드 부정사용자 전출현황(명)

전출 후 부정사용 현황

강원도 내
계

타시도

106

50

타시군
9

속초,인제,양양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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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건수

부정사용금액(원)

106

2,059

3,278,800(도비+군비)

2. 내

용

「강원도 ○○○○○ 통행료 지원 조례」제3조, 제8조, 같은 조례 규칙
제7조,「고성군 ○○○○○ 통행료 지원 조례」제1조, 제4조, 같은 조례
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
○○○○○○○○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
○ 통행료 감면카드’라 한다)를 소지한 고성군민42)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
하여 통행료를 지원하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지가 고성군이 아닌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통행료 감면카드 대상
자가 고성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주민등
록지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수는 통행료 감면 대상자가 고성군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
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통행료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자,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
등에는 통행료 지원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자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월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출현황 등을 파악하여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과)은 위 현황 ‘가’와 같이 2015.9.16. 감사일 현
재 ○○○○○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관리(6,006건)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타 지역 전출자 501명 중 133명의 자격상실자에 대해서만
42) 고성군민 :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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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보하였고, 나머지 368명에 대하여는 통
보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현황 ‘나’와 같이 타 지역 전출자 중 전출 후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두 2,059건 3,278,800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나 회수조치
를 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 ○○○○○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자 중 전출자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적정한 환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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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6】 신분상 조치 △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3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제

목】 택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조치 현황
(단위: 건, 원)

의심거래 유형

계

2시간 이내 80ℓ 초과 충전

9

연도별 조사대상
’13년

’14년

’15년

유가보조금
지원

5

2

2

164,502

조사여부
미실시

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조치 현황
(단위: 건, 원)

의심거래 유형

계

계
1일 4회 이상 주유

연도별 조사대상

유가보조금
지원

조사여부

’13년

’14년

’15년

117
2

35
0

47
2

35
0

34,915,771
251,909

단시간반복주유

1

0

1

0

31,862

〃

주유패턴이상

2

1

1

0

667,798

〃

탱크용량초과

112

34

43

35

33,96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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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2. 내 용
고성군(○○○○과)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의하여 택시․
화물차의 운송사업자에게 매월 유가보조금43)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가.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조사 소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에 의하면, 군수는 운송사업자 등
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2.8.16. 제정)
제15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① 1일 중 4회를
초과하여 유류구매카드(RFID 시스템 포함)를 사용한 경우 ② 1시간 이내에
다시 주유(충전)하는 경우 ③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회당 72ℓ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④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ℓ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 ⑤ 지입 및 도급차량, 불법 운행차량에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
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내역을 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유가보
조금을 지급44)하여야 하며,
43) 유가보조금 : 정부에서는 '00년 ｢에너지 세제개편｣을 통해 '07년까지 휘발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경유․LPG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
상하기로 결정, 유가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버스‧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경유‧LPG세(이하 “유류세”) 인상
분만큼을 다시 돌려주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01. 7월 도입 ※ '15. 3월 보조단가 : 경유 ℓ당 380.09원, LPG ℓ당 197.97원
44) 유가보조금 지급 : 택시사업자(개인+법인)가 협약 체결된 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 발급 →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및 결제 → 거래내역
국토부 보조금 전산망(ITAS)으로 전송 → 거래내역 및 납부금액 조회(지자체) → 이상 유무 심사(지자체) → 보조금 지급(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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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적발된 경우 해당 주유․충전
내역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일정기간(1차 위
반:6개월, 2차 위반:1년) 보조금 지급정지의 행정상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종합감사 기간 중 2013년 이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45)을 통하여 통보된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현황 ‘가’와 같이 총 2시간 이내 80ℓ 초과 충전한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9건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액 164,502원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분기별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발생여부를 조사하여야 했으나
최근 3년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조사 소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운송사업자 등
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2012. 6. 18. 제
정) 제27조, 제29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
급 심사 또는 반기별 일제조사 등 과정에서 ① 1시간 내 3회 이상 또는
45)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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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회 이상 주유 ② 1회 주유시 탱크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하거나 같은
톤급별 월 평균 1회 주유금액의 10배가 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③ 주유
패턴이상 등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자에게 소
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반기별로 1회 이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주유
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
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회 위반:6개월, 2회 이상 위반:1년)를 하거나 위반차량 감차조
치 등의 행정상 제재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으로 통보되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에 대해 해당 화물차주에게 주유거래내역, 차량운행일지, 화물운송거
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현지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
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나’와 같이 1일 4회 이상 주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117건에 대하여 화물차주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
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액 34,915
천 원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반기별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
사하여야 했으나 최근 3년간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는 등 유가보조금 부
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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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된 택시,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대상 126건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
하시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택시는 분기별, 화물차는 반기별로 부정수급 행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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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7】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체육행사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천 원)

보 조 사 업
합

부적정 교부 및 집행
항 목
승인
집행

계

28,245

비 고

22,692

소 계
시설설치
사진판독기 설치

1,500
500
400

광파임대 운반
경기물품 운반
소 계
사진판독기 설치
광파임대 운반
경기물품 운반

400
200
1,000
400
400
200

1,500
500
400 상세 용역내용 및 산출근거
없음
400
200
1,000
400
″
400
200

’13년 제3회 ○○○○○○○
○○○○ ○○○○○○대회

기념품

1,000

1,000 불필요한 경비

’13년 ○○○○○○ 출전

예비비

1,700

‘13~’14년 ○○○○○○○ 출전

〃

1,594

429 ’13년 926, ’14년 668

‘13~’15년 ○○○ ○○○○○○○○○

〃

2,172

955 ’13년 1,755, ’14년 115, ’15년 300

’15년 ○○○ ○○○○○○○○○

〃

779

’14년 ○○○○○ ○○○○○
○○○○○○○

지원금

16,000

노트북 구입

2,500

’15년 ○○○○○○○○대회

’13년 고성○○ ○○○○○○
경기대회

’13년 제48회 ○○○○○○ 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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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시범선수(○○○,○○○) 지원금,
16,000 불필요한 경비
1,779 비경상적 경비

나. 보조금 사업계획 임의변경 현황
(단위: 천 원)

주요 집행계획 변경
보조사업

당초
집행항목

계
’13년
고성○○○○
○○○ ○○
’13년
고성○○○○○○
○○○ ○○
’13년
각종 ○○○
○○○○ 출전

’13년
○○○ ○○○
○○○○○○
’14년
○○○○○○
○○○ ○○
’14년
○○○○○○○○
○○○ ○○
’14년
○○○ ○○○
○○○○○○

변경
금액

집행항목

금액

14개 항목

31,930

14개 항목

42,597

소 계

4,620

소 계

6,496

출장여비

3,360

출장여비

4,767

회의급식비

1,260

회의급식비

1,729

출장여비

5,000

출장여비

8,338

소 계
단복
심층수
특별간식

5,220
3,420
240
760

소 계
단복
심층수
특별간식

5,810
3,496
400
990

유류비
소 계
숙박비
식대비

800
5,865
1,275
2,380

유류비
소 계
숙박비
식대비

924
7,002
1,600
2,689

만찬비

1,700

만찬비

2,044

간식비

510

간식비

669

승인

승인

요청

여부

미요청

미승인

〃

〃

〃

〃

〃

〃

출장여비

4,500

출장여비

4,736

〃

〃

출장여비

5,000

출장여비

7,515

〃

〃

만찬비

1,725

만찬비

2,700

〃

〃

다. 보조금 집행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현황
(단위: 천 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건명
합

2013년 제△△회
○○○○○○○○
(고성군○○○)
2014년 제△△회
○○○○○○○○
(고성군○○○)

계약일자

계약업체

계

금액

비고

102,650

소 계
단복,모자 ’13.5.22.
〃

〃

○○○○○(대표:○○○)

31,990
18,490

○○○○○(대표:○○○)

13,500

소 계
단복,모자
〃
〃

34,170
’14.5.19.
〃
〃

○○○○○○(대표:○○○)
○○○○○(대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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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11,390 수의계약
11,390
11,390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건명

계약일자

계약업체

금액

소 계

2015년 제△△회
○○○○○○○○
(고성군○○○)

비고

36,490

단복,모자

’15.5.18.

〃

〃

○○○○○○(대표:○○○)
○○○○○(대표:○○○)

27,490
9,000

라. 인건비(기타소득)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현황
(단위: 천 원)

사

업

합

명

건 명

지급처

계

금 액

171명

비 고

71,780

’13년 고성○○ ○○○○○○○○○○

심판비

○○○, ○○○

800

’14년 고성○○ ○○○○○○○○○○

〃

○○○, ○○○

800

’15년 고성○○ ○○○○○○○○○○

〃

○○○, ○○○

800

소 계
심판비
운영요원

106명
○○○ 등 59명
○○○ 등 47명

48,800
26,240
22,560

’14년 제3회 ○○○○○ ○○○○○○
○○○○○대회

심판비

○○○, ○○○

600

’14년 제56회 ○○ ○○○○○○○ ○○대회

〃

○○○ 등 57명

19,980

’14년 ○○○○○ ○○○○○ ○○○○○대회

마. 도민체육대회 출전 보조금 미정산 현황
(단위: 천 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합
’13년 제△△회
○○○○○○○출전
(고성군○○○)

지출항목

지출처

지출일자

계
훈련비

종목별 감독 ’13.5.20.
(육상외 30)

비고

훈련비

종목별 감독 ’14.5.19.
(육상외 33)

특별
급식비

종목별 감독
(육상외 33)

’14.6.9.

․ 유니폼구입 : 18,390
73,450 ․ 기본훈련비 : 18,390
․ 장비구입 : 36,670
6,130 ․ 613명 급식비
86,700

훈련비

종목별 감독 ’15.5.19.
(육상외 31)

특별
급식비

종목별 감독
(육상외 31)

․ 유니폼구입 : 19,200
68,980 ․ 기본훈련비 : 14,400
․ 장비구입 : 36,380
79,580

소 계
’15년 제50회
○○○○○○ 출전
(고성군○○○)

지급내역

235,260

소 계
’14년 제△△회
○○○○○○ 출전
(고성군○○○)

금액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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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구입 : 18,210
80,630 ․ 기본훈련비 : 18,210
․ 장비구입 : 44,210
6,070 ․ 607명 급식비

종목별
감독이
실제
지출한
증빙서류
미첨부

바. 보조사업 기간 종료 후,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사
합

업

명

사업기간
종료일

지출일자

계

금액

지출내역

비고

98,558

제37회 ○○○○○○○○○○○○○
○○○○○○○

10.21.

10.23.

’12년 ○○○○ ○○○○○ 선발대회

11.4.

11.6.~11.7.

제24회 ○○○ ○○ ○○○○○ 대회

12.7.

12.9.

1,104 급식비 등

제2회 ○○○○○○○ ○○○○○
○○○ ○○○대회
제3회 ○○○○○○○ ○○○○○
○○○○○○○대회

10.27.

10.28.~10.29.

6,592 단체복, 급식비 등

11.2.

11.4.~11.7.

16,023 지주대 임차비

’12년 ○○○○○○○ ○○○대회

11.1.

11.21.~11.30.

19,614 트로피 등

’13년 ○○○○○○○ ○○○대회

11.10.

11.12.~11.19.

30,542 단체복, 모자, 물품 등

제9회 ○○ ○○○○○○○대회

4.26.

4.26.~4.29.

제10회 ○○ ○○○ ○○○○대회

4.20.

4.22.

6,283 현수막, 입간판 구입 등
17,084 트로피 등

1,216 포스터, 물품구입
100 ◯◯◯ 인건비

사. 행사개최 결과 성과평가 미실시 현황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17조」, 구. ｢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
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
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
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출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으로 교부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0조에서 제15조, 제1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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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정의 변경46)으로 보조사업을 인
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
자로부터 사업비 정산서 등을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때 사업
비 정산액이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47)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에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보조한 후, 그 결과를 자
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
46) 사정변경 :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47) 행사·축제 예산 성과평가 실시
구 분

성과평가

대
상
1) 예산규모, 예산지출 형식 등과 관계없이 자치단체의 예
산이 투입되는 민간보조 사업(세부사업기준)은 매년 그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국가적 행사·축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여지 없
이 반드시 예산을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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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절차
1) ‘행사·축제 성과평가 표준안’을 기초로 자치단체의 실
정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성과평가 실시
* 평가항목, 검토사항, 배점기준 등은 자치단체 자율조
정 가능
2) 가급적 과반수이상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성과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성과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되, 보조
사업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활용
가능
3)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 수행규
모 감축 여부 등을 판단하고 예산 조치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되,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
며,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일
반과세자48)와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49)이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을 첨부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과)은 ‘2012년 ○○○○ ○○○○○ ○○○
○’ 외 68개(‘12년 2, ’13년 26, ‘14년 27, ’15년 14) 체육행사 보조사업
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산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야 했음에도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가. 보조금 교부·결정 금액산정 적정성 여부 미검토 등
보조금 교부권자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
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의 적정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50)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현황 ‘가’와 같이 ‘2015년 ○○○○○○○○○○’, ‘2013년 고성
○○ ○○○○○○○○ 대회’ 행사보조금을 교부하면서 명확한 산출기초와 적
48)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49)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50)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항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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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검토 없이

시설설치비, 운반비 등 항목에 대하여 각각 1,500천 원,

1,000천 원을 교부51)하였으며,
‘2013년 제3회 고성 ○○○○○ ○○ ○○ ○○○○○○대회’에 기념품 구
입비 1,000천 원, ‘2013년 ○○○○○○대회 출전’ 외 7개 대회에 예비비로
6,245천 원, ‘2014년 ○○○○○ ○○○○○ ○○○○○대회’에 시범선수 지
원금 16,000천 원, ‘2014년 제△△회 ○○○○○○○○ 출전’에 노트북 구입
비 2,500천 원 등 대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보조금 25,745천 원을
교부하는 등 모두 28,245천 원을 부적정하게 교부하였다.
나.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① 보조금 교부권자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변경 지도·감독 미실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
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나’와 같이 ‘2013년 고성군○○○ ○○○ 운영’ 등 7개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경비를 집행(14개 항목, 42,597천 원)하였는
데도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② 보조금 집행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보조사업자가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52)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이를
51) 교부 : 보조금 정산검사 시에도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정상처리
52) 계약이행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① 수의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②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한 경
우에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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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다’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13~’15년 ◯◯◯◯◯◯대회
출전을 위한 임원 및 선수단의 단복과 모자를 구입하면서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하지 아니하고 2~3개 업체와 분
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지 아니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도 보조금 회수 등에 대한 아무런 검토를 취
하지 아니한 결과, 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인
견적가격53)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예산을 절약하지 못하였다.
③ 체육행사 인건비 지급시 소득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
원천징수의무자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금
전에 대하여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54)하고 수당 등을 지급하
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라’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심판비 및 운영요원 인건비
등 모두 71,780천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 도민체육대회 출전 훈련비 등 정산검사 미실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의 집행내역과 집행 증빙자료를
보조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권자는 보조금 정산내역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53) 견적가격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54)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29조
① 제129조(원천징수세율)1항 6호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③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 = 소득(수당)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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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현황 ‘마’와 같이 고성군○○○에서 ’13~’15년 ○○○○대회
출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종목별 감독에게 선수들의 훈련비 및 특별급식
비로 모두 235,260천 원을 일괄 지급하였으나,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지 못하여 보조금 집행
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요구, 자료제출 등
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보조금 정산검사 시에도 보
조금 회수 등의 검토 없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⑤ 보조사업 기간 종료 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을 연장하
는 등 사정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바’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제△△회 ○○○○○○○○○
○ ○○○○○대회’ 등 9개 대회의 보조금 98,558천 원을 집행하면서 군
수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기간 종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였는데도 지
도․감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체육행사 결과 성과평가 미실시
민간보조사업은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
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에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자
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사’와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 ○○ ○○
○○○대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민간행사 보조금을 편성·지원하였고, 보조
금 지원 결과 등을 고성군청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아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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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앞으로, 체육행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시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수 경비만 교부하시고 집행․정산 및 성과평가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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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8】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현황
위탁 공공체육시설

수 탁 자

고성○○○ 등 9개소

고성군 ○○○○ 등 8개 협회

고성군
손해보험 가입비용

비 고

27,154,410원

2.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고성군 사
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
리운영조례」제2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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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은 위탁관리 계약기간으로 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수와 ◯◯◯◯협회 등 8개 협회가 체결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의하면, 수탁자는 체육시설 사용 중에 발생
한 피해보상 및 체육시설 유지에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정
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은 위 현황과 같이 공공체육시설을 ‘고성
군 ○○○○’ 등 8개 협회에 위탁하면서 수탁자가 관리기간 동안 손해보험
에 가입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지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공체육
시설 손해보험을 고성군에서 직접 가입하였으며, 그 보험료(27,154천 원)
또한 고성군에서 지급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수탁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지급
하도록 하는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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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9】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 미구성 등 업무추진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고성군 ○○○○○○ 구성 및 운영 현황
○ 「고성군 ○○○○○○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 : 1996.12.4.
○

○○○○○○ 구성 및 운영 실적 : 2010.12.29. ~ 2013.12.28.(3년)
구분

구성

개최일

심의내용

2010년

18명
(당연5, 위촉13)

’10.12.3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안

2011년
~
2013년
2014년
~
2015년

18명
(당연5, 위촉13)

-

없음

미구성

-

없음

비고

나.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현황
○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제정 : 1996.12.4.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실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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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성군 청소년분야 사업추진 현황
(단위: 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775,600

600,341

554,772

셋째아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26,190

26,190

23,280

셋째아 대학입학금 지원

22,000

15,000

6,000

173,718

176,475

157,293

8,000

11,000

15,000

10,000

2,370

12,000

535,692

369,306

341,199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청소년문화축제 지원
청소년 교류캠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비 고

직영

라.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조회 현황
시 설 명

고성○○○
○○○

채용일

성범죄경력
조회결과 통보일

비고

계약직

′13. 1. 1.

′13. 4.19.

확인전
채용

′△△. △.△△.

기간제

′13.10. 1.

′13. 9.30.

-

○○○

′△△. △.△△.

〃

′14. 4. 4.

′14. 4. 8.

확인전
채용

○○○

′△△. △.△△.

〃

′15. 2. 3.

′15. 2. 4.

〃

○○○

′△△. △.△△.

〃

′15. 2. 3.

′15. 2. 4.

〃

○○○

′△△. △.△△.

〃

′15. 2. 3.

′15. 2. 4.

〃

○○○

′△△. △.△△.

계약직

′13. 1. 1.

-

미확인

○○○

′△△. △.△△.

기간제

′14. 4. 4.

′14. 4. 8.

확인전
채용

○○○

′△△. △.△△.

계약직

′13. 1. 1.

-

미확인

○○○

′△△. △.△△.

기간제

′15. 2. 3.

′15. 2. 4.

확인전
채용

성명

생년월일

채용
형태

○○○

′△△. △.△△.

○○○

채용
방법

공개
채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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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및 처리현황 (’15.9.8.기준)
처분내용
신고일시

위반내용

처분일자

위반자
금액

분납55) 조건

납부액

체납액

2014.5.6.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

2014.7.16.

○○○

과징금
50만원

5개월 5회 분납

10만원

40만원

2014.5.21.

청소년 혼숙 등
풍기문란

2014.7.16.

○○○

과징금
10개월 10회 분납
150만원

30만원

120만원

2014.5.20.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대여

2014.8.8.

○○○

과징금
50만원

5개월 5회 분납

-

50만원

2014.8.23.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

2014.9.25.

○○○

과징금
50만원

4개월 4회 분납

25만원

25만원

2. 내

용

가. ○○○○○○ 및 청소년지도위원 구성·운영 소홀
「청소년기본법」제11조,「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관련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로 지방청소년육성위
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의 수립,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청
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군수는 청소년 보호 및 선도, 청소년단체 활동지원, 청소년 육성 등을 위
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를 청소년지도
위원으로 위촉56)하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5) 분납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6조(과장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③ ~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기한간의 간
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56)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별 10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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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성군(○○○○○○과)은 위 현황 ‘다’와 같이 청소년관련 업무
를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57)의 바람직한 성장과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 및 자문위원을 위촉․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가’와 같이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0.12.29. ‘고성군 ○○○○○○’를 구성하여 2010.12.
30. 위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부터 2015.9.16. 감사일 현재까지 위원회를 개
최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안을 심의하지 아니하였으며, 2013.12.28. 위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가 되었음에도 재위촉하여 구성·운영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위 현황 ‘나’와 같이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및 지역
사회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읍·면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
촉·운영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소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또는 운영)을 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
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은 위 현황 ‘라’와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등 9명)를 채용하면서, ‘○○○○○ ○○의 ○’ 계약직 ○○○
등 2명에 대해서는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으며,
‘고성○○○○○○’ 계약직 ○○○ 등 7명에 대해서는 조회결과를 통보받
기 전에 채용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소홀히 하였다.
57) 청소년 : 고성군 청소년 수(0세~24세) 6,816명(남 514, 여 479) / 총 인구(29,866명)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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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업무보고 자료

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등 소홀
「청소년보호법」제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54조, 같은 법 시행
령 제44조, 제46조 등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 처
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4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
할 납부58)하게 할 수 있고,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
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
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은 위 현황 ‘마’와 같이 ◯◯◯ 등 4명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면서 분할납부 횟수를 4회 이상 초과하였으며,
과징금이 2015.9.8. 현재 체납되고 있지만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
등 과징금 부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 고성군 ○○○○○○와 청소년지도위원을 조속히 구성·운영하시기 바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58) 분할납부 : 과징금을 부과하고 분할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분할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게 처분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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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0】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제

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고시
(단위: 천 원)

현재단가 고시

고시(공고)

최종단가(원/톤)

조례 개정
개정일

고시개정

2007.12.31.

미이행

비 고

① 4,440,000원/톤
2006.3.2.

고성군보
제373호

② 오수처리시설
규모별 설치비용
※ 상기 1항, 2항 중 적은 금액 적용

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재산정
(단위: 원)

년도

단위단가 산정
단위단가59)
적용 단가
재산정

차액

계
2012
2013

오수처리
시설
설치비용

1,693,295
(2014.12.31.
기준)

단위단가 재산정
단위단가
당초 부과액
차액
재산정
7건/
7건/
7건/
68,265,060
351,757,320
283,492,260
13,765,580

40,638,960

26,873,380

15,869,440

59,265,150

43,395,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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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7건
/208톤
2건/
24톤
3건/
35톤

단위단가 산정
단위단가59)
적용 단가
재산정

년도
2014

차액

단위단가 재산정
단위단가
당초 부과액
재산정
38,630,040

2. 내

251,853,210

차액
213,223,170

비고
2건/
149톤

용

「지방재정법」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하수도법」제61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
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
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2007.12.31. 일부개정)에 의
하면,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4]60)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
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단위단가 산정방식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공고한 단위단가(원/
㎥/일)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9)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재산정 : 총 사업비 117,606백만원/ 12,200톤/일 × 7.24% = 1,.693.295원 * 경과 년수 8년 적용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원
×
※ ㎥당 원인자부담금 =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일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
▹ α =  




60) [별표4] : 각주 6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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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그런데, 고성군(○○○○○○○)은 위 현황 ‘가’와 같이 2007.12.31.「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였지만, 2015.9.16. 감사일 현재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재산정과 고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06.3.2.
고시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부적정하게 부과
하였다.
아울러, 2015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기간 중, 위 현황
‘나’와 같이 2014.12.31.기준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과한 하수도원
인자부담금(7건) 단위단가를 재산정한 결과, 283,492,260원을 과소 부과하
여 고성군 하수도특별회계 및 지방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매년 하수도운영 총 사업비를 고려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및 고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단계별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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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1】 신분상 조치 △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
【시 행 년 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7,776,480원
【제

목】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농지전용협의 현황
(단위: ㎡, 원)
농지전용 대상지
신청자

전용목적

㈜
○○○○○

제2종근린생활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소재지

면적

총
부지면적

고성군 ○○면 ○○리
△△△△-△(답)

953

3,502

농지보전
부담금

7,776,480

※ 총 부지면적 전체가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임.

나. 농지전용협의 등 추진경과
- 2015. 3. 6. : 건축허가 신청

(㈜ ○○○○○ → 건축주택담당)

- 2015. 3. 9. : 관련부서 의제협의 요청 (건축주택담당 → ○○○○○외 6개 부서)
- 2015. 3.16. : 토성 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사무실 설치61) 원상회복 요구
(건축주택담당 → ㈜○○○○○)
- 2015. 3.23. : 토성 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사무실 철거 계획 등 제출
61) 토성 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사무실 설치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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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주택담당)

* 복구기한 : ’15.4.30.

- 2015. 3.25. : 농지전용 의제협의 결과 통보(허가민원담당 → 건축주택담당)
- 2015. 4. 9. : 건축허가(건축주택담당)
- 2015. 4.13. : 농지보전부담금 7,776,480원 부과
(전용면적 953㎡ x 개별공시지가 27,200원/㎡ x 30%)

- 2015. 4.13. : ㈜○○○○○ 납부
- 2015. 7. 7. : 농지보전부담금 7,760,370원 환급 결정 통보 (고성군→ ◯◯◯◯◯◯◯)
(납부액 7,776,480원 + 가산금 43,890원)

* 감면규정 착오 적용

- 2015. 7.16. : ㈜○○○○○에게 환급금 지급 (◯◯◯◯◯◯◯→ ㈜○○○○○)
- 2015. 8. 4. : 건축물 준공

2. 내 용
「농지법」제32조, 제34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농
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
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
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 부지의 총면적이 3천㎡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
설의 설치를 허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8조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 등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
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에 의하면,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농지보
전부담금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의하면, 농업기계수리시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0%,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50%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 ○○○○○는 위 현황 ‘나’와 같이 2015.3.9. 건축주택부서
로 부터 ㈜○○○○○가 신청한 농업기계수리시설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를 받고 2015.3.25.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전체
부지면적 3,502㎡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에 동의하였고, 건축주택부서는
2015.4.9.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며, 2015.4.13. ㈜○○○○○에서는 농지
보전부담금 7,776,480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고성군(○○○○○)은 농지전용협의 등에 대하여 「농지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처
리 하였다.
가.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
로 부지의 총면적이 3천㎡ 미만인 경우에만 농업기계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가’와 같이 ㈜ ○○○○○가 신청한 건축허가와 관련하
여 농지전용의제 협의를 처리하면서 농업기계수리시설 설치 총면적이
3,502㎡임에도 농지전용 협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부적정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와 관련된 농지전용협의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전
액 감면 대상으로 착오 적용하여 2015.4.13.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7,776,480원과 환급가산금 43,890원 등 모두 7,820,370원을 2015.7.16.
부적정하게 환급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 농지전용허가(협의)시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따른 총 부지면적, 농지편
입 면적 및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부적정하게 환급한 농지보전부담금 7,776,480원에 대하여는
조속히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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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2】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6,346,955원
【제

목】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장애인복지시설(○○○○) 4대 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총 사업비

회계
연도

집 행 액

집행 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189,620,881

81,691,795

107,929,086

179,679,087

80,924,840

98,754,247

9,941,794

766,955

9,174,839

’12년

27,257,700

12,695,040

14,562,660

26,912,500

12,416,930

14,495,570

345,200

278,110

67,090

’13년

68,851,626

31,163,840

37,687,786

68,203,113

30,674,995

37,528,118

648,513

488,845

159,668

’14년

93,511,555

37,832,915

55,678,640

84,563,474

37,832,915

46,730,559

8,948,081

0

8,948,081

나. 장애인복지시설 복지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
(단위: 원)
시설명

직위

계

지급대상

지급기간

2명

지급액

비

고

5,580,000

○○○
○○○○○

대표자겸
시설장

○○○

’13.1월~’14. 12월(24개월)

2,880,000

○○○○

“

○○○

’13.7~ ’14. 12월(18개월)

2,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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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겸
시설장에게
지급

다. 사회복지법인 등 재무회계 규칙 위반 현황

(단위: 원)

현금 사용

시설명
○○○○

계

4대보험 환급금

연말정산 환급금

14,266,690

5,631,530

8,635,160

비

고

증빙서류
미구비

라.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현황

(단위: 천 원)

시설명

위반내용

금

○○○○

잡지출로 사용

액

비

고

450

마.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시설명

대상자

중간정산일

○○○○○○○○○○○

○○○

2014.12.24

금

액

비

고

6,143,300

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현황
성범죄 경력 미조회 현황

시 설 명

신규 채용 후

미조회

인 원

성범죄 경력 회보현황

3개소

10명

1개소, 15명

○○○○○○○○○○○

미조회

3명

○○○○○○○○○○○

미조회

3명

○○○○○○○○○
○○○○

미조회
-

4명
-

계

비고

15명

사. 예·결산 보고서 및 후원금 사용내역 미공고 현황
예산서 미공개
고성군,
○○○○○○○○○○○,○
○○○

결산서 미공개

후원금 사용내역 미공개

고성군, ○○○○○○○○,
○○○○○○

비

고

고성군

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미공개 현황
시 설 명

운영관리방침
수립여부
공개여부

설치수량

설치일

○○○○

8대

2013.5.7.
2015.4.15

수립

미공개

○○○○○○○○

4대

2012.3.12

수립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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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2. 내

용

가. 4대 보험료 집행·정산 등 지도감독 미실시
구.「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1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
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
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
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
금을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가’와 같이 고성군 장애인거주시설 ‘○○○○’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종사자 4대 보험료 등 9,941,794원을 과다 징수
하여 별도계좌에 관리하면서, 보험료 집행 실적 및 정산보고서 미제출,
세입·세출 예산 미편성, 집행잔액 미반납 등에 대한 지도감독의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였다.
나. 장애인복지시설 복지수당 교부 부적정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기준」에 의하면, 대표자겸
시설장은 복지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나’와 같이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의 대표자겸 시
설장에 대하여 복지수당 5,580천 원을 부적정하게 교부하였다.
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위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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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에 의하거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다’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 ‘○○○○’에서는 과다 징수
한 4대 보험료 5,631천 원과 연말정산 환급금 8,635천 원을 아무런 증빙
서류 없이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의
하면,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후원
자가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에
사용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
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로의 사용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라’와 같이 고성군 장애인거주시설 ‘○○○○’에서는
2014년 비지정후원금 중 450천 원을 잡지출로 집행하였으며, 위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하였으나 지도
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마. 퇴직금 중간정산 부적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주택구입 등에 한해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마’와 같이 고성군 ○○○○○○○○에서는 센터장 ○
○○에 대하여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2014.12.24.
6,143,300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 하였다.
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임면보고 확인 및 종사자 관리 소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하면, 성범죄경력자는 10년 동안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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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군
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
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
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바’와 같이 고성군 및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는 신규 채용자
및 기존 취업 중인 자 10명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아니 하였으며,
‘○○○○’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통보 전까지 종사자의 채용을
제한하여야 했지만, 2013년 이후 신규 채용된 15명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결과62)를 회신 받기 전에 신규 채용하였다.
사. 예·결산 보고서 및 후원금 사용내역 미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19조에 의하면,
시설의 장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법인 이사회 의결 거친 뒤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고성군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성군은 예․결산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고성군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각각 공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6에 의하면, 후
원금의 수입․사용결과는 3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사’와 같이 고성군 ○○○○○○○○, ○○○○○○에서
는 최근 3년간 예․결산서를 공고하지 않았으며, 고성군에서도 시설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예산서와 2014년도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를 공고하지 아니 하였다.
62)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 고성군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였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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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장애인복지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미공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0조에 의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
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아’와 같이 ○○○○ 등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는 영상
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 장애인거주시설 ○○○○에게 부적정하게 교부된 복지수당 5,580,000원과
별도계좌에 적립된 4대 보험료 집행잔액 766,955원에 대하여 조속히
회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용도외 사용한 비지정 후원금 450,000원은 후원금 계좌로, 퇴직
적립금 중간정산 부적정 금액 6,143,300원은 퇴직적립금 계좌로 각각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위반, 장애인복지시설
성범죄 경력조회 부적정, 예·결산서 및 후원금 사용내역 미공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미공개 등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
및 시설별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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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과
【시 행 년 도】 2013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791천 원
【제

목】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자 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현황
(단위: 원)
지급대상자

지급일자

소 속

직급

견책 처분일

성명

계
2013.7.19.

지급액

비 고

3,458,400

○○읍

○○△급

○○○

2013.4.19.

1,243,850

○○○○○과

○○△급

○○○

〃

1,219,000

○○○○과

○○△급

○○○

〃

995,550

나. 직위해제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현황
(단위: 원)
지급대상자

연가보상비 지급내역
비고

연가보상일수 산정

지급일자

소속

2015.7.24. ○○면

직급

○○△
급

성명

○○○

연가
연가 연가 제외
보상비
법정연가
연가
사용 미사용 기간
지급액
일수(a)
보상일수
(b) (a-b) (월)
23

1.5

21.5

- 80 -

-

5

332,500

(법정연가일수에서
공제해야할 사항)

직위해제
(2015.4.12.~5.31.)

다. 직위해제 공무원 연가 가산 현황
소 속

직 급

성명

직위해제

○○과

○○△급

○○○

2014.10.31.
~2014.12.2.

연가일수
법정연가
20일

연가가산
1일
(병가미사용)

비 고

계
21일

직위해제자
익년도 연가가산
비대상

* ○○○이 2015.1.1.~2015.6.30.간 휴직을 실시하여 2015년도 법정 연가일수는 10일 임.

2. 내

용

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공무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지급구분표63)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
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
원에게 지급하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
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에서 위 현황 ‘가’와 같이 2013.4.19. 징계처분
(견책)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고성군 ○○과로 징계처분 사항을 통보하지 아
니한 결과, 고성군 ○○과에서는 견책처분을 받은 ○○읍 ○○○○○○○ ○○○외
2명에 대하여 2013.7.19. 2013년도 7월분 정근수당 3,458,400원을 지급하였다.
63)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근무연수
1년 미만

지 급 액

근무연수

미지급

지 급 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 81 -

나. 직위해제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및 연가 가산 부적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제20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에 의하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으며,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
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월할
연가일수를 계산64)하여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연도의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해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에서 2015년도 상반기 직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2015.4.12.부터 2015.5.31.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 ○○○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을 법정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면 연가 미사용일수가 없으
므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위 현황 ‘나’와 같이 2015.7.24. 2015
년도 상반기 연가보상비 332,5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아울러, 2015년도 법정연가일수를 산정하면서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한하여 연가일수 1일을 가산하여야 하지만, 위
현황 ‘다’와 같이 2014. 10.31.부터 2014.12.2.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 ○○○에게 2015.7.10. 2015년 법정연가일수에 연가 1일
을 부당하게 가산하였으며, 휴직(2015.1.1.~2015.6.30.)에 따른 제외기간
을 연가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 모두 11일을 초과하여 연가일수를 부적정
하게 산정하였다.
64) 월할계산(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 / 12월) × 해당연도 연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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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앞으로 인사부서에서는 징계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회계부서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 ○○○에 대한 연가일수를 재산정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 ○○○외 2명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정근수당
3,458,400원과, ○○○○○○ ○○○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연가보
상비 332,500원을 각각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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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과
【시 행 년 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공유재산 취득 현황
(단위: ㎡, 천 원)
분 임
재산관리관

○○○○
○○○○

공유재산 취득
일 자

소재지

면 적

취득가격

취득목적

36,788

○○○○○○
○○○○ 조성
편입부지

2015.4.9.

○○읍 ○○
△△△

541

2015.5.21.

○○읍 ○○
○△△-△

842

10,525

공유재산
심의여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승인

미심의

미이행

나.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
예산편성
부
서

2015년 당초예산 편성

비

◦ 공공사업추진 및 민원해결 토지 매입비
○○과

- 전)○○○○○ 건물·토지 매입 1,400백만 원
- 민원해결을 위한 부지 매입

287백만 원

고

* ’15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승인
- ○○○○○ 중단 건축물 부지매입
(전 ○○○○○)

* 위 현황 ‘가’ 토지 취득을 위해 ○○과에 편성된 민원해결 토지매입비 중 47,313천 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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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고성군 공유재
산 관리조례」제1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
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
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
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
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고,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65)으로 하며,
시군에서의 취득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이나 1건
당 1천㎡이상인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
이나 1건당 2천㎡ 이상인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과)에서는 위 현황 ‘가’ 와 같이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성군 ○○과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했음에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중 ○○○○○○ ○○○○ 조성사업 편입부지로
2015.4.9. 1필지 541㎡를, 2015.5.21. 1필지 842㎡ 등 모두 2필지 1,383
㎡를 고성군 ○○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취득하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성군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등 공유
재산 취득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 미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조, 제
5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
65)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취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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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어야 하며, 공유재산 취
득·처분 기준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
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에서는 위 현황 ‘가’ 와 같이 공공체육시
설 확충사업으로 취득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지방재정법」제47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에서 위 현황 ‘나’와 같이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민원해결 부지 매입비(287백만 원)는 구. ◯◯◯◯◯ 건물·토지 매입,
민원해결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의 목적으로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예산 목
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부지 매입비로 47,313천 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시고, 대장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으
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예산 집행 시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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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제

목】 행정재산 사용허가 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〇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
건물 현황
건물명

사용허가

소재지

비고

연면적(㎡)

층수

용도

건축일자

기간

○○○○○○
(사무실 등)

○○읍
○○○
△△△

183.20
(난전장옥 145.35
휴게실 10.40
사무실 27.45)

1층

판매시설

2010.7.28.

2012.1.1.~
2014.12.31.

○○○○
○○○ 무상

○○○○○○
(사무실)

○○읍
○○○
△△△

91.15

1층

근린
생활시설

2009.9.1.

알 수 없음

○○○○
○○○ 무상

2. 내

용

가. 사용허가 기간 만료 행정재산 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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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행정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
에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
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
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갱신
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및 ○○○
○ ○○○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및 관리함에 있어서 사용허가기간이 만
료되기 전에 각각의 ◯◯회로부터 갱신 신청을 받아 갱신허가를 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지만,
○○○○○○ ○○○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2014.12.
31.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15.9.16. 감사일 현재까지 갱신절
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무단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 ○○○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2009.
9.1. 신축하여 2015.9.16.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허가 및
갱신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 사용허가 기간을 알 수 없는 등 행정재
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나. 행정재산 무상 사용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 제22조,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 등에 의하면, 공유
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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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 공동시설66) 사용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
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은 위 현황과 같이 ○○○○○○ ○○○ 등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다. 전통시장 공동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조례 미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
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는 조
례로 시장 등의 공동시설 사용료를 80% 범위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별법」에 의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
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전통시장 사무실 등 2건에 대하여
사용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전통시장 공동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66) 공동시설 :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되며, 주차장·진입로·통
행로·화장실·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비 가리개·공동창고·물류센터·상인교육시설·◯◯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공동판매장·공동배달센터·공동작업장·고객쉼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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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산불방지 헬기임차 입찰 등 계약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입찰공고 추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입찰 공고명
(기초금액)

공고
일자

2015년 봄·가을철
1차 산불방지 민간헬기 ’15.2.10
임차 용역(긴급)

개찰결과
기초금액
개찰일시

99,495 ’15.2.16

업체명
(소재지)

참가
업체수

-

무응찰
→
유찰
처리

2015년 봄·가을철
㈜○○○○○○○
99,495
2차 산불방지 민간헬기 ’15.2.16
→
’15.2.23
대표 ○○○
626,806
임차 용역(긴급)
(○○ ○○)
(정정공고)

단독
응찰
→
유찰
처리

계약추진 부적정
◦ 입찰공고문에 기초금액(예정가격 결정)이
올바른 기초금액(626,806천 원)과 전혀
달라(99,495천 원)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개찰하여 무응찰로 유찰처리 함.
◦ 재공고입찰을 하려면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의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데도 2차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적격심사시
낙찰자 결정방법의 조건을 변경함67),
◦ 기초금액을 변경하려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를 해야 하는데도 계약담당자가
결재절차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서 정정공고68)를 하고, 개찰하여 단독
응찰로 유찰처리 함

67) 낙찰자 결정방법 조건 변경 :「강원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지역업체참여도(5점)를 미반영하여 만점 처리함.
68) 정정공고 : 2015.2.16. 계약담당자가 결재절차 없이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변경하여(99,495천 원→626,806천 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정공고와 예산금액(626,807천 원→626,806천 원) 및 추정가격을(569,824,545원→569,823,636원)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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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의계약 체결 현황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방법
(사 유)

(단위: 천 원)
예정가격

계약금액
(예가대비)

계약상대자

계약추진 부적정

◦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
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1인 수의계약
2015년 봄·가을철
㈜○○○○○○○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지방계약법」제9조
626,000
산불방지 민간헬기 ’15.3.2
626,200
대표 ○○○
및「같은 법 시행령」
(99.97%)
◦ 재입찰공고가 1차 공고의 재공고
공동임차 용역
(○○ ○○)
제26조제1항 적용)
입찰이라 볼 수 없음에도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체결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
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를 이용하
여 공고하여야 하고, 입찰공고를 한 후에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
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69)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고,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고,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
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69) 다시 공고 :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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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계약담당자
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70)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
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 ․ 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업
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 ․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각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하면,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 서명, 전자문자 서명 및 행정전
자 서명을 포함)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고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제4조, 제8조에 의하면,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과·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하고, 기안은 당해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하고, 결재권자는 반드
시 결재일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은 위 현황 ‘가’와 같이 ‘산불방지 헬기임차 입찰’을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했지만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가. 입찰공고 추진 부적정
계약담당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쳐야 하며,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
70)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
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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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 ․ 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재공고 내
지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현황 ‘가’와 같이 ‘산불방지 헬기임차 입찰 공고’를 추진하면서,
① 2015.2.10. 1차 입찰공고 내용 중 기초금액에 대한 착오·오류 등 검토를
소홀히 하여 유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② 2015.2.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2차 입찰공고 시, ㉮ 1차 입찰
공고 조건(적격심사시 낙찰자 결정방법)을 변경·결정하였으며, ㉯ 공고문
내용에 기초금액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한 계약담당자(○○○○△급 ○
○○)는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정정공고(기초금액 변경 99,495천 원→
626,806천 원)를 하는 등 입찰공고를 부적정하게 처리 하였다.
나. 계약체결 부적정
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
당자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
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의계약71)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현황 ‘가’, ‘나’와 같이 1차 입찰공고에 부친 기초금액과 낙찰
자 결정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2차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으므로, 1차
입찰공고의 재입찰 공고라 할 수 없음에도, 2015.2.23. 2차 입찰공고에 단
독 응찰한 업체인 ㈜○○○○○○○(대표 ○○○)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을 체결하였다.

71)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4. 가. 대상에서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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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계약금액 결정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
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
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4. 나. 세
부평가 방법 의하면,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
토하여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한편, ‘2015년 봄·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 공동임차 용역’
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5.2.24. (주)○○○○○○○(대
표 ○○○)에게 수의계약 협의 기한(2015.3.7.까지) 및 장소(고성군청 ○○
과 ○○○○○)를 알리는 수의계약 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2015년 봄·가을철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 공동임차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을 가격협상 장소인 고성군청 ○○과 ○○○○○에 정
하지 아니하고, ㈜○○○○○○○(대표 ○○○)와 유선(구두)에 의하여 부
적정하게 계약금액을 확정 하였다.
【조치할 사항】
❍ 앞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계약법령」 등 규정을 준수
하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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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7】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세출예산 편성 및 운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세출예산 사고이월 부적정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사 업 명

계

28건

지출원인
예산현액
행위액(a)

2012년 ○○○○○ 및 ○○○○사업 등 10건
2013년 ○○○○○○○○○○○○ 등 10건
2014년 ○○○ ○○○○○ ○○ 지원 등 8건

지출액
(b)

이월액
( c)

과다이월
(b+c-a)

26,186

19,819

15,367

7,470

3,018

10,151
11,327
4,708

8,526
8,356
2,937

6,705
6,677
1,985

2,254
3,398
1,818

433
1,719
866

나. 이월사업비 불용처리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사 업 명

계

29건

이월액

불용액

4,700

3,175

2012년 ○○○○ 건립 보수지원 등 10건

1,334

713

2013년 ○○○○ ○○○○○○사업 등 5건

1,009

658

2014년 수도권 ○○○○○○ ○○○○ 사업 등 14건

2,35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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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다.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계상한 내역 : 38개 사업, 353백만 원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은 고성군 예산에 대한 편성 및 조정, 이월
(명시, 사고) 등 예산운용을 총괄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관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가. 지출원인행위 없이 세출예산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
니한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
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비 등은 사고이월
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가’와 같이 2012년의 경우 ‘○○○○○ 및 ○○○○
사업 등 10건의 사업비’ 이월액 2,254백만 원 중 433백만 원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입찰공고 등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비가 아니어서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데도 사고이월 하는
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사업비 총 28건 3,018
백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나. 이월사업비를 불용처리함으로써 예산 미활용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
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
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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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대하여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나’와 같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9건 4,700백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한 후에 ‘2014년 ○○○ ○○○○○○ ○○지원’ 사업과
같이 사업비 680백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는 등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175백만 원을 불용시킴으로써 익년도에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축제지원비 등 민간행사경비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민간경상보조금(307-02)’
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
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민간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비목에 편성하여 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다’와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 ○○○○'
등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 38건 353백
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비목에 편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 예산을 이월할 때는 꼭 필요한 금액만을 이월하여 이월한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이월의 경우 지출원인행위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이월대상이 아닌 사업을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민간이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은 민간
행사보조(307-04) 비목에 편성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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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8】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3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제

목】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13년~’14년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담보제공 현황
- 근저당권 설정 3건(채권최고액 100만원)

2. 내

용

고성군(○○○○과)에서는 지역특화품목 육성, 수산사업의 경쟁력 강화,
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의 건축시설물 및 기계설비
등에 대해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소홀히 하였다.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 제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5조제3항, 「지방재정법」제32
조의9 등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 등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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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
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
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양도 또는 담보의 제
공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시행 지침서」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취
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
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 시설물 등에 대한 사
후 관리감독 책임을 군수에게 부담하도록 하면서 군에서는 사후관리기간72)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조치 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
본을 검토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을 확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3년 수산물 산지가
공시설 설치’ 등 3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모두 1,496백
만 원을 지원하였다.

그런데 2015년 고성군에 대한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기간 중, 보조금으
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담보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2013년 ○○○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주)(대표
자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가공시설물을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없이
‘고성군 ○○○○○○○’에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550,000천 원)하고 운
영자금 420,000천 원을 대출 받았으며,
72) 사후관리기간 : 해앙수산부「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은 10년 , 기계장비는 5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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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대표자 ○
○○)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가공시설물을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승인없이 ○
○○○(주)에 담보를 2회 제공(채권최고액 72,000천 원, 채권최고액 240,000
천 원)하고 운영자금 260,000천 원을 대출 받았고,
‘○○○○○○ ○○○ ○○ 및 ○○○○’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
○○○○ ○○○○○○(회장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지상3층)
을 고성군수의 승인없이 고성군 ○○○○○○○에 운영자금으로 50,000천
원을 대출 받는데 담보를 제공(채권최고액 65,000천 원)73)하였다.
나.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및 지도·감독 미실시
「지방재정법」제32조의6, 제32조의8 및「고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제22조,
제23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
였을 때에는 조속히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
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
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
여야 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고성군 ○○○○○○ ○○○ ○○ 및 ○○○○’ 보조사
업의 경우에는 보조사업기간 종료 후 2015.9.16.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서
73) 담보 제공(채권최고액 65,000천 원) : 2015.9.14.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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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제출 독촉 등 정산검사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취
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 ○○○○(주)(대표 ○○○)와 ○○○○(대표 ○○○)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조속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성군 ○○○○○○ ○○○ ○○ 및 ○○○○’ 보조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101 -

【일련번호: 1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0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추징 176,953천 원
【제

목】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취득세 등 부과·누락 현황

년1월~2015년8월)

(2010

(단위: 천 원)

구 분
8개 세목
취득세
(구)등록세

미(과소)
부과액

건수
357

176,953

52

122,461

2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1

재산세
(도시지역분포함)
등록면허세
(면허분)

341 비과세·감면

177 지하수 사용
7,069 취득세 과세액

7
42
253

비 고

선박, 가설건축물, 지목변경,
상속 미신고, 비과세·감면 등

11,034 취득세·재산세 과세액

농어촌특별세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

2,447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30,607 선박, 도시지역분
지하수굴착행위,산지전용허가,농지
2,817 전용허가,축산분뇨배출시설,골재채
취허가 등 이용에 따른 미신고분
과세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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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및
농특세는 취득세·
재산세 부과건수에
포함

2. 내 용
「지방세법」제6조에서 제39조, 제74조에서 제77조, 제80조에서 제84
조, 제104조에서 제122조, 제141조에서 제148조, 제149조에서 제15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1조, 제50조,「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내
지 제8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 및 선박 등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지목을 사실
상 변경한 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는자,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 330㎡을 초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방세를 감면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매각 등을 한 자
는 지방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이를 미 이행한 자 등에 대하여
는 보통고지 방법으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년 6월 1
일 현재 재산(부동산,선박,항공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에서는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 357건 176,953천
원을 부과·누락하거나 감면분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 하였다.
가.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누락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선박’74)과 ‘동력수상레저기구75)’는 취득
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하고 있으며, 또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
써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고급선박으로 분류
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를 중과세율로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취득일로부
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 하여야 한다.
74) 선박 : 기선, 범선, 부선(艀船) 및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75) 동력수상레저기구 : 소형선박으로 분류되고 있음.「수상레저안전법」제30조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
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1.수상오토바이 2.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3.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4.총톤수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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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 2012.8.13. 수입하여 취득한 ‘○○○○ △호’ 선박
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고급선박(요트)에 해당되지만, 취득당
시 신고납부서에 요트가 아닌 모터보트로 기재하여 고급선박의 기준인 시
가표준액이 1억 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일반세율(1000분의 20.2)로 취
득세를 신고납부 받았으며,
’13년~’15년 재산세도 일반세율(1000분의 30)로 부과하였고 2014.8.26.
수입신고한 ‘○○○ ○○○○’ 선박에 대해서도 요트가 아닌 모터보트로
2015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하는 등 선박(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취득세(4건 31,741천 원)와 재산세(37건 35,682천 원)를 2015.9.16. 감사
일 현재까지 부과 누락 하였다.
나. 재산세 도시지역분 착오 부과 누락
「지방세법」제112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지76),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
시지역분을 별도로 세액 산출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에 포함하여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 외1 법인이 취득한 ○○읍 ○○ △△△-△
번지외 4필지에 대하여 농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로 사용
하지 아니하고 주거 나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2012년~2015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5건 872천 원을 부과 누락 하였다.
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누락
「지방세법」제9조에 의하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가설건축
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부과
7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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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
년을 초과한 ○○○○(합)외 6건에 대하여, 취득세 등 34,079천 원을 부
과 누락 하였다.
라.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지방세법」제7조에 의하면,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
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로 보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하
되,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였지만, ○○○외 7건에 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8건 4,926천 원을 부과 누락 하였다.
마. 주민세 재산분 부과 누락
「지방세법」제74조에서 제84조에 의하면, 매년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사업소77)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7월 31
일까지 1㎡당 250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고성군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합한 금액
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2015년에 미 신고납부한 주민세 재산분 7건 2,447천
원을 부과 누락 하였다.

77) 해당 사업소 :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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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비과세·감면 미 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16조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하되, 정당한 사
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
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농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
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 미
사용, 2년 이내에 농지 미조성,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를 고성군
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지만, ◯◯◯◯◯◯◯
◯해랑외 8건 취득세 등 23,336천 원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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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임야를 입목으로 착오 신고 납부한 취득세 부과 누락
「지방세법」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입목’78)은 지상의 수목
이 따로 등기되어 있거나 명인방법79)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지상의 수목이 입목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명인방법에 의하여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의 구성원으로서의 토지의 종물이 되므로 입목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한편, ○○○○○○(주)는 2011.4.12. ○○면 ○○○ ○ △△△번지 임
야를 취득하면서, 입목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명인방법에 의해 지상의
수목이 토지와 구분되지 않았지만, 임야가 아닌 입목(수목)으로 취득신
고80)(취득가격 950,000천원)하여, 취득세를 착오(과소)신고 하였다.
그런데 입목으로 착오(과소) 신고 납부한 950,000천 원에 대한 취득세
누락분 등 34,773천 원을 부과하지 아니 하였다.
아. 지하수 채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누락
「지방세법」제143조 내지 제146조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는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에 대해서는 ㎥
당 200원,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당 100원, 그
외의 물(기타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채수된 물은 ㎥당 30원을 채수공이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기타용수로 채수
한 지하수에 대한 미신고납부 지역자원시설세 177천 원을 부과누락 하였
다.
78) 입목 :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
79) 명인방법 : 공시방법의 하나로서 관습법으로 인정된 제도. 즉 수목, 미분리된 과실 등의 경우에 나무껍질을 깍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두거나, 경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써서 부착하는 방법
80) 취득신고 : 부동산이나 입목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대상별로 취득세율을 달리 하여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부동산(토지)의 취득세율 4%, 입목의 취득세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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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속부동산 취득 미신고분에 대한 부과 누락
「지방세법」제7조에 의하면, 상속81)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
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82)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83)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8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속이 개시
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상속지분
별로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가산세를 더한 세액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하여야 했지만, 취득세 23건 6,102천 원을 부과 누락하였다.
차. 면허를 받는 자에 대한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 누락
「지방세법」제35조에 의하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는 면허를 받는 자의 주소지가
있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세법」제38조에 의하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
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자치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면허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81) 상속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
82) 취득물건 :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
83) 60일 이내 :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84)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 : ① 부동산 상속(농지 : 23/1000, 농지 이외 것 : 28/1000) ② 부동산외 상속(선박 : 2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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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
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
하거나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에 해당되는 골재채취허가 16건 400
천 원, 축산분뇨배출시설허가 9건 33천 원, 산지전용허가 107건 1,221천
원, 농지전용허가 114건 1,057천 원,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허
가 7건 106천 원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253건, 2,817천 원을 부과 누락
하였다.
【조치할 사항】
❍ 부과 누락한 지방세 및 비과·감면 미 추징분85) 357건 176,953천 원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즉시 과세예고 안내
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체계적인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와 비과·감면 신고분에 대한 철저한
감면해석 및 유예기간이 경과한 감면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로 세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5) 지방세 및 비과·감면 미 추징분 : 취득세·(구)등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도시지역분)·주민세·지방
교육세·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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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0】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2년 ~ 2014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정치망어구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치망어구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
❍ 위

치 : 고성군 ○○○ ○○○ ○△△-△외 13필지

❍ 사 업 량 : 세척장 832㎡, 보망장 19,351㎡, 관리동 74㎡
❍ 사업기간 : 2012년 ~ 2014년 (3개년)
❍ 사 업 비 : 2,000백만 원(도 800, 군 1,200)
나. 추진경과
❍ 2012.04.26. : 정치망어구86) 세척공장 시설계획 수립
- 미생물과 전해수를 이용한 정치망어구 세척 방법87) 검증 후 추진
86) 정치망어구 : 정치망 어업(수심 50미터 이내 수역에서 그물 등을 설치하여 회유하는 어종을 어획)에 쓰이는 어구
87) 세척방법 : 특허 제10-△△△△△△△호 - 친환경양식그물 재활용 방법 및 이를 활용한 유기비료 제조방법
- 특허권자 : ○○○, ○○○ (발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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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정치망 어구의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분진 등 환경오염 해소
* (처리공정) 미생물을 이용한 전해수 처리공법
정치망
미생물(KS50)처리
⇒
(50℃,2시간,30%제거)
그물

⇒

알카리수처리
(70℃,2시간,60%제거)

⇒

산성수처리
(70℃,2시간,100%제거)

⇒

어구건조
·보망

❍ 2012.06.21. : 특허공법 “군” 자체 시연회 개최 → 세척 양호
❍ 2012.06.27. : 특허공법 “도” 공식 시연회 개최 → 세척 양호
❍ 2012.09.27. : 특허공법에 의한 정치망어구 세척공장 시행계획 수립
-전국 최초로「미생물과 전해수 시스템」을 이용한 정치망 어구 세척 공법을
도입,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가 예상됨에 따라 소요 사업비, 사후관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세부적인 비교 검토과정 없이 추진

❍ 2013.02.15. ~ 09.24. : 설계용역 착공 및 준공
-특허권자, 특허시설 설계도서(내역, 도면) 미 보유에 따라 특허권자의 자문과 경험을 바탕
으로 설계도서 최초 작성 → 상용화 실적 전무에 따라 시행착오 우려 예상
-당초 사업비 20억 원 범위 내에서 설계를 완료하여야 하는데도 19.4억 원 초과한
39.4억 원이 필요한 설계를 완료 (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예산 미확보 → 추후 확보 예정)

❍ 2013.12.15. : 세척장 위탁운영 계약 체결(정치망법인↔특허실시권자)
❍ 2014.02.19. : 계약심사 완료
❍ 2014.07.18. : 사업추진계획 보고(제2회 추경에 부족예산확보 후 추진)
❍ 2014.12.22. : 정치망어구 세척공장 사업추진 포기
-부족사업비 19.4억 원 예산확보 불투명, 지역주민 세척장 건립 반대(◯◯·◯◯◯
지역주민 168명 반대) 및 세척이용 불편 등을 사유로 사업추진 중단

다. 계약현황
(단위: 천 원)

용역명

규격 및
수량

계약일

계
설계용역
(건축분야)
설계용역
(토목분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용역

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98,165
강원
고성군

38,602

’13.2.15.~
’13.9.24.
’13.2.15.~
’13.9.24.

〃

○○○○○○○○
○○○외 1개업체
㈜○○○○○○○
○○○

17,820

’13.4.5.~
’13.11.19.

〃

㈜○○○○○○○
○○○

용역1식

’13.2.14.

41,743

〃

’13.2.7.

〃

’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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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용
舊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2014.5.23.
시행하기 전의 것)제21조의3에 의하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
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 상
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공사를 시행하려면 우
선 공사의 필요성,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공사예정지의 입지
조건,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등 공사내용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하여 그 필
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 기본설계 시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예정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비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은 위 현황 ‘다’와 같이 정치망어구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본설계 시 당초 사업비 20
억 원보다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증가에 대한 예산확
보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
여야 하는데도 무리하게 19.4억 원 초과한 39.4억 원이 필요한 정치망어
구 세척장 및 보망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회에 걸쳐◯◯◯◯◯◯◯
◯◯와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한 업무협의결과 ‘부족사업비 예산확보 불가 및
세척장 건립반대 민원 등’에 따라 2014.12.22. 사업추진 포기(중단) 결정으로
이미 투입한 설계용역비(환경영향평가 포함) 98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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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 시 사업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지연 및
예산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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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1】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34,543천 원
【제

목】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용역․공사명

용역․공사개요

용역

○○○○○○○○○○○○
○○조성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1식

공사

○○○○○○○○○○○○
○○ 조성

L=4.02km,
B=8.5m

2. 내

계약금액

791,340

8,366,216

계약기간
(계약일자)
2012.4.5.~
2014.11.16.
(2012.4.4.)

수급자
업체명

㈜○○○○○○

2015.6.10.~
2018.5.24. ㈜○○
(2015.6.6.)

대표자

○○○

○○○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
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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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원가계산 작성 시 부당
하게 감액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2.4.5.부터 2015.9.
16. 감사일 현재까지 ‘○○○○ ○○○○○ ○○○○○○○ 조성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설방음벽의 설치비를 반영함에 있어 건설품셈에 따른 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용하는 등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감액하여야 했지만, 이에 대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모두 134,543천 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 되었다.
가. 가설방음벽 단가산정 부적정
「국도설계

실무요령」Ⅱ-9.02-14-나(가설방음벽,

방진막)에

의하면,

가설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는 최소 7DB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이상 되어야 하고, 설치위치와 연장 및 높이 등은 당해 사업에 관한 환
경영양평가 또는 환경성검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재비와 설
치비 및 해체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2.4.5.부터 2015.9.16. 감사일 현재까지 ‘○○○○○○○○○
○○○○○○○ 조성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설방음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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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를 반영함에 있어 건설품셈에 따른 품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적
용하여 27,489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다.
나. 가설사무실 토지임대료 산정 과다
「국도설계 실무요령」Ⅱ-9.02-18(가설사무실 설계요령) 및 (가설사무실
수량산출요령)에 의하면, 가설사무실에는 감리․감독자, 공사시행자, 기자재
창고, 숙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설사무실의 부지면적은 이러
한 면적의 합한 면적의 건폐율 3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2.4.5.부터 2015.9.16. 감사일 현재까지 ‘○○○○ ○○○○○ ○
○○○○○○ 조성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를 추진하면서 가설사무실의 부지면적
은 건축면적의 건폐율 30%인 2,100㎡로 적용하여야 했지만, 건폐율 20%
인 3,150㎡로 착오 산정하여 32,574천 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계상하였
다.
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자재 직접공사비 반영 처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
령 제11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
2014-10호, 2014.2.28.)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예정가격이 종합공사 20억 원 이상 이거나 전문공사 3억 원 이상일 경우에
직접구매 대상품목 추정가격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도급자가 직접 구매하고, 3천
만 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구매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서 발주가 시급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
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와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공공기관의 장과 관
할 지방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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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2.4.5.부터 2014.11.16.까지 ‘○○○○ ○○○○○ ○○○○○○
○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사용 직접구매 품목인 차량방호
책88)을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 없이 관급자재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직
접공사비로 반영한 결과, 설치비․재료비․제경비 등 74,480천 원89)이 과다 계
상되었고, 직접제조 및 생산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을 원하는 중소기업자의
판로에 지장을 주었다.
【조치할 사항】
❍ 가설방음벽 단가산정 부적정, 가설사무실 토지임대료 과다 산정,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자재를 직접공사비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134,543천 원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 조치하시고
공사감독 및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88) 차량방호책 : 직접공사비로 계약된 차량방호책 금액은 171,880천 원(부가세 포함)임.
89) 설치비․재료비․제경비 등 74,480천 원 : 관급자재로 반영시 계약금액(97,400천 원)과 74,480천원의 차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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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2】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舊 ○○○○○과)
【시 행 년 도】 2012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 인도확장 등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계약체결 현황
(단위: 천 원)
수급자
구분

용역․공사명

용역․공사개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업체명

대표자

○○○○
용역 ○○○○○(○○○○○)
조성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 1식

19,930

○○○○
공사 ○○○○○(○○○ 구간)
조성

자전거도로
L=800m90)

174,543

2012.12.12.~
○○○○㈜
2013.6.2.

○○○

확장 인도교 설치
L=77m, B=2.2m

139,000

2012.12.21.~
㈜○○○○○
2013.2.6.

○○○

공사 ○○○ 인도확장

90) L=800m : 인도교 확장 L=77m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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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17.~
㈜○○○○○○○ ○○○
2012.11.12.

나. ○○○ 인도확장 등 추진경위
○ 2004.12.

: ○○○ 관리청 이관 (강릉지방국토관리청→고성군)

※ ○○○와 관련한 교량 재원 등 서류일체 없이 인수

○ 2012.09.17 : 실시설계 용역 착공
○ 2012.11.01 : 인도교 설치 선정을 위한 기술심의위원회 개최
○ 2012.11.12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2.11.20 : 인도교 구조계산서 제출 (㈜○○○○○)
○ 2012.12.11 : 도로점용 허가 완료
○ 2012.12.12 : 공사 착공
○ 2012.12.21 : 인도교 공사 착수
○ 2013.02.06 : 인도교설치 완료
○ 2013.06.02 : 본 공사 준공
○ 2015.05.10 : 인도교 처짐 민원 발생 및 통행 제한조치
※ 경주마 교량진입으로 인도교 데크 일부파손 및 처짐 발생

○ 2015.05.11 : ○○○ 확장인도교 철거 (난간 및 데크 일부철거)
○ 2015.05.19 : ○○ 확장인도교 구조기술 용역 (㈜○○○○)
○ 2015.06.08 : ○○ 확장인도교 구조전문가 자문 실시(2명)
○ 2015.06.19 : ○○ 확장인도교 구조검토 및 기술자문 결과보고
○ 2015.06.30 : 기존 브라켓 철거 및 통신케이블 거치

2. 내 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
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하면, 자전거도로에 자동차․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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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현황 ‘가’와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 ○○○ 일원의
○○△호선 상에 위치한 ○○○에 자전거 동호인 및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 기존 인도를 확장(1.3m→2.25m)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12월 강릉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관리이관 받을 당시 교량 재원
및 설계도서 등을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기존 교량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인도교와 연결부를 강체(인도교에 작용하는 하중91)을 지탱할
수 있는 상태)로 예상하고 자동차․손수레․농기계 등의 진입을 억제하는 볼
라드 등의 시설설치에 대한 검토없이 설계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 구간에 확장인도교(자전거도로 겸용) 설계 및 공사92)를
추진하면서 자동차․손수레․농기계 등의 진입을 억제하는 볼라드 등의 시설
을 공사내역에 반영하여 농기계 등이 인도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방
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2013.6.2. 공사를 준공처리함으로 인하여
위 교량 개통이후 2015.5.10.까지 경주마 교량진입 등으로 ○○○ 확장
인도교 데크가 일부파손 되고 처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2015.5.11. ○○○
확장인도교를 철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 인도확장교의 철거 및
향후 재 설치로 84,032천 원의 예산이 낭비 되었다.

【조치할 사항】
❍ 인도교(자전거도로 겸용)에는 관련법률 및 규정에 적합하게 진입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농기계 등의 장비가 진입
하지 못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91) 하중 : 500kg/㎡
92) 용역설계 : 2012. 9. 17. ~ 2012. 11. 12. / 인도교 공사 : 2012. 12. 12. ~ 2013. 6. 02. 〔○○○○○○○○○길(○○○구간) 조성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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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3】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
【시 행 년 도】 2010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137,700천 원
【제

목】 ○○○○○○(○○○○○○)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계약체결 현황
사

업

명

○○○○○○(○○○○○○)
하수관거 정비내공사

(단위: 백만 원)
사업개요

계약금액

계약일자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하수관거
25.81km

12,341

2010.4.8.

2010.4.8.~
2015.12.5.

(주)○○○○

비고

나. 설계변경 계약체결 현황 : [붙임] 참조

2. 내

용

고성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0.4.8.부터 2015.12.
5.까지 ㈜○○○○(대표 ○○○)과 도급액 12,341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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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변경 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
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설계변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원가계산 작성 시 부당하게 감액
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2013.8.7. 환경부)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설계
변경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이 모두 137,70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다.
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원가계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
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원가계산 요율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예:일반관리비 3.38%, 이윤 9.11%)을 적용하여야 했음
에도, 설계변경{(전체3회, 2012.6.25.), 전체12회(2014.12.10.)} 당시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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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반관리비 6.0%, 이윤 13.0%)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등 모두 101,770
천 원 상당을 과다 계상 하였다.
② 부대공(중기운반, 가설창고) 중복적용 부적정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08년,2013년5월)」에 의하면, 중기운반
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에 대하여 장비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산출내역서상 중기운반에 적정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도 설계변경(전체3회, 2012.6.25.)을 추진하면서 사업물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중기운반 비용을 추가 반영(9,440천 원, 제경비 포함)하였으며,
「건설표준품셈」제2장 ‘가설공사’에 의하여 공사규모에 적정한 현장사무
소, 창고, 숙소를 설계에 이미 반영하였으나, 가설창고(사무소) 2개소를 추
가반영(2,590천 원, 제경비포함)하여 모두 12,03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
을 과다 계상하였다.
③ 조립식 흙막이공 기재 소운반 중복계상 부적정
조립식 흙막이공은 터파기 벽면의 붕괴 및 토사유입 방지를 위하여 설
치하는 것으로 기재 소운반 이동은 왕복 1회(30m 기준)를 적용하여야 하지만,
왕복2회를 적용하여 23,90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 하였다.
나. 설계변경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강원
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하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 설계변경 금액(누적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현황 ‘나’와 같이 설계변경 1차~7차 시 1,189,115천 원(최초
대비 11.24%), 8차~12차 시 575,740천 원(최초대비 5.45%)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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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855천 원(최초대비 16.69%)을 증액하여 설계변경하면서 계약심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또한,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고성군 ○○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
구한 ‘○○○○○○(○○○○○○)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변경 요청건에
대하여 설계변경 대상 금액(누적금액)이 10%이상 증가되었으므로, 계약심
사를 받은 후에 ㈜○○○○(대표 ○○○)과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 시 원가계산
요율 과다 계상, 부대공 중복적용, 조립식 흙막이공 기재 소운반 중복
계상 등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통하여 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 설계변
경 금액(누적금액)이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계
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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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설계변경 계약현황
(단위: 천 원)
계약금액

증감율

공사명

증감액
최초

○○○○○○
(○○○○○
○)하수관거
정비공사(전
체)

회차

최종

1회

10,483,890

2회

계약자

설계변경
계약일자

전차대비

누적

-92,325

-0.87%

-0.87%

2010-11-08

10,784,930

301,040

2.87%

1.97%

2011-11-29

3회

11,655,810

870,880

8.07%

10.21%

2012-08-20

4회

11,665,110

9,300

0.08%

10.30%

2012-12-20

5회

11,630,580

-34,530

-0.30%

9.97%

2013-06-27

6회

11,496,820

-133,760

-1.15%

8.70%

2013-10-01
㈜○○○○외

10,576,215

1개사
7회

11,765,330

268,510

2.34%

11.24%

2013-10-16

8회

11,712,250

-53,080

-0.45%

10.74%

2013-11-27

9회

11,850,850

138,600

1.18%

12.05%

2014-03-17

10회

11,892,030

41,180

0.35%

12.44%

2014-04-10

11회

11,913,760

21,730

0.18%

12.65%

2014-06-27

12회

12,341,070

427,310

3.59%

16.69%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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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4】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4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제

목】 고성군 홈페이지 개편 등 정보화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2014년 고성군 행정 홈페이지 개편 용역
⑴ 계약기간 : 2014. 9. 1. ~ 12. 29.(4개월간)
⑵ 계약금액 : 47,000천 원
⑶ 계약업체 : ㈜○○ (○○시 소재)
⑷ 계약방법 : 수의계약
⑸ 주요내용 : 대표 홈페이지 등 10개 홈페이지 전면 재개발
㈎ 디자인 개선 및 자료 전면 재구축
㈏ 웹표준 준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최신 콘텐츠관리시스템 도입 등
나. ’14년~’15년 고성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계약 현황
구 분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업체
사업내용

2014년
1.1.~12.31. (12개월간)
35,199천 원
수의계약
㈜○○ (○○시 소재)
∙ 부서별 요구사항 반영
∙ 콘텐츠 수정․변경
∙ 상주인력 운영(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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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29.~12.31. (약 5개월간)
35,000천 원
경쟁입찰(지역제한)
㈜○○ (○○시 소재)
∙ 부서별 요구사항 반영
∙ 콘텐츠 수정․변경
∙ 상주인력 운영(1인)

2. 내 용
가. 2014년 고성군 행정 홈페이지 개편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
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
약을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으
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
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에서는 ‘2014년 고성군 행정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추진하면서 웹 프로그램개발 분야 자격이 있는 업체는 누구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기존 홈페이지와 호환성 및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007년도에 기존 홈페이지를 구축했던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다수 업체93)의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하였다.
나. 2014년 고성군 행정 홈페이지 개편 용역 준공처리 부적정
「지방계약법」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7조에 의하
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
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93) 다수업체 : 2015년 9월 현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등록된 도내 소프트웨어사업자는 6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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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
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이행여부 검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14년 고성군 행정 홈페이지 개편 용역기간 종료 후인 2015.1.
8. 개최한 완료보고회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 및 보완요구사항94)이 제기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보완조치 후 홈페이지를 개통하도록 내부방침을 결
정95)하였지만,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료보고회 개최 자체를 이행여부 검사로 간주하여 준공처리
(2015.1.9.)한 후 용역대금(47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고성군(○○○○과)에서는 2015.1.8. ‘2014년 고성군 행정 홈페이지
개편 용역’에 대한 완료보고회에서 도출된 14건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시정요구 조치 없이 준공처리함으로 인하여 2015.9.16. 감사일
현재까지도 시정요구 작업을 지속하면서 홈페이지 개통을 지연시키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다. 2015년 고성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단가산정 등 부적정
「전자정부법」제45조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
고, 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
2014-1호)」제9조에 의하면, 행정기관 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
94) 14건 지적사항 및 보완요구사항 : 고성군 이미지 문구 등에 고성군과 연관 있는 이미지 포함, 부서별 콘텐츠 재조사
및 보안, 분야별 콘텐츠 안내방식 개선안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안내 보완 등
95) 내부방침 결정 : 고성군 행정 홈페이지 개편사업 완료보고회 결과 보고(안전자치행정과-904호, 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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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등에 필요한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SW사업 대가산정 가
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Ⅳ. SW사업 운영단계에 의하면, 소
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란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
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의
미하며, 요율제 유지관리비96)를 적용한다.
그런데 고성군(○○○○과)에서는 ‘2015년 고성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의 예정금액을 산정하면서 전년도와 과업내용 상 차이가 없음에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규정된 ‘요율제 유지관리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활동별로 업무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한 투입공수 산출과
정 없이 임의로 사업비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투입공수방식 유지관리비97)’
를 적용한 결과,
과업기간이 전년도의 12개월(1.1.~12.31.)에서 약 5개월(7.29.~12.31.)로
단축되었지만, 전년도 계약금액인 35,199천 원에 준하는 35,000천 원의
유지보수용역 계약금액을 부적정하게 정하여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2014년도에 추진하였던 홈페이지 개편 용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상
과업내용 및 최종보고회에서 제기된 지적․보완요구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신규 홈페이지를 개통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15년 고성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단가산정 등 부적정에
대하여는 요율제 유지관리비를 적용한 유지보수비를 재산정하여 정산
지급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96) 요율제 유지관리비 : 계약시점에서 재산정한 SW개발비 × 유지보수 요율(10~15%) + 직접경비
97) 투입공수방식 유지관리비 :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별 투입량 ×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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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 관 ․부 서 명 】 고성군 ○○○○과
【시 행 년 도】 2013년 ~ 2015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제

목】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현황
(단위: 기)

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

분

관리 수량

계

가로등

보안등

3,112

692

2,420

정기점검 등 미실시
2013년 1월 ~ 현재

나. 가로등 및 보안등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현황
(단위: 기)

구 분

부적합 설비
계

가로등

보안등

계

90

60

30

2013년

30

-

30

2014년

13

13

-

2015년

47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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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결과

- 절연저항 기준치 미만
- 누전차단기 미설치

비 고

다. LED조명 교체 및 전기요금 낭비 현황
(단위: 천 원)

일반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
수 량

전기요금
낭
비

436

436

7,600/연간98)

소계

83

83

가로등

250W
400W

26
57

65W
150W

26
57

1,500

보안등

100W

353

65W

353

6,100

구 분

소비전력

계

수 량

소비전력

원 인
소비전력이 작은
LED조명으로
교체 후 계약전력
변경신청 미이행

2. 내 용
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소홀
「고성군 가로등 관리 규정」제5조에 의하면, 가로등 관리자는 매월 1회
씩 조를 편성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보수는 매년 3월, 9월
중에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보수하여 가로등의 조도를 최대한 유지 시켜야 하며,
같은 규정 제12조에 의하면, 가로등 관리관은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
여 변동사항을 수시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점검부를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성군(○○○○과)에서 위 현황 ‘가’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 가
로등 및 보안등(3,11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지 아
니한 결과,
98) 전기요금 낭비 연간 7,600천 원
구

분

전기요금 낭비 산출

가로등

▪ 전 : 250W*26개 + 400W*57개 ≒ 29Kw
▪ 후 : 65W*26개 + 150W*57개 ≒ 10Kw ⇒ 계약전력 19Kw 조정(감) 가능
▪ 기본요금 계산 : 19Kw×6,290원×12개월×1.1(VAT) ≒ 1,500

보안등

▪ 전 : 100W*353개 = 35,300W
▪ 후 : 65W*353개 = 22,945W ⇒ 계약전력 12,3555W 조정(감) 가능
▪ 정액요금 계산 : 12,355W×37.5원×12개월×1.1(VAT) ≒ 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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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위 현황 ‘나’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
지사에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90기가 부적합 설비로
판정되었으나, 2015.9.16. 감사일 현재까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
고 있는 등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나.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소홀에 따른 전기요금99) 낭비
고성군 관내 설치·운용 중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에 의하여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으로 구성되어 납부하
고 있으며, 가로등의 경우의 ‘을(종량등)’ 요금을 적용하고, 보안등은 ‘갑(정
액등)’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과)에서는 위 현황 ‘다'와 같이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가로등 조도개선 및 전기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가로등(83기)과
보안등(353기)를 소비전력이 적은 LED조명(436기)으로 교체하였다.
그런데, 가로등의 경우에는 기존 250W와 400W의 소비전력을 65W와
150W의 전력이 소비되는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체 소비전력100)이
10KW로 감소하였으므로 한국전력공사와 가로등 사용 계약전력을 즉시 변경
신청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여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간 기본
전기요금 약 1,500천 원을 낭비하였으며,
보안등의 경우에는 기존 100W의 소비전력을 65W의 전력이 소비되는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체 소비전력101)이 22,945W로 감소하였으므로, 한
99) 전기요금
구 분
갑(정액등)
을(종량등)

기본요금(원/KW)
전력량요금(원/KWh)
소비전력 1W당 37.5원
6,290원
85.9원

비 고
보안등 적용
가로등 적용

100) 소비전력
LED조명 교체 前 전체 소비전력
약 29Kw(250W*26 + 400W*57)

LED조명 교체 後 전체 소비전력
약 10Kw(65W*26 + 150W*57)

소비전력 증감
19Kw 감소

LED조명 교체 前 전체 소비전력

LED조명 교체 後 전체 소비전력

약 35,300W(100W*353)

약 22,945W(65W*353)

소비전력 증감
12,355W 감소
(보안등 28개는 계약전력 변경완료)

101) 소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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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력공사와 가로등 사용 계약전력을 즉시 변경신청 하여 전기요금을 절약
하여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간 기본 전기요금 6,100천 원을
낭비하는 등 2013년도부터 연간 7,600천 원의 전기요금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 가로등 및 보안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를 실시
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13년부터 설치한 LED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조속히 한국
전력공사와 계약전력을 변경하시고 바라며, 앞으로 LED가로등 및 보안
등 교체 시 공사완료와 동시에 계약전력을 변경하여 전기요금을 절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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