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시군에 대한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

현지처분 요구서
(요

강

약)

원

도

( 감 사 관 실 )

목

차

□ 양양군 (55건)

1

□ 인제군 (71건)

11

□ 태백시 (46건)

26

□ 고성군 (59건)

36

□ 화천군 (58건)

47

□ 양구군 (49건)

58

□ 양양군 주요 지적사항
Ⅰ

일반행정 분야 (16건)

1.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 소홀
❍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삭제하여야 하지만 다음
명부 작성일까지 방치
❍

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명부상 성적과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5

점수 순으로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나 명부 관리 소홀

2. 포상 추천 제외자에게 포상 수여

․

❍ 공무원 포상대상자를 선정 심의하면서 포상 추천 제외자인 징계

․

․

처분자(3명)에게 장관 도지사 군수 표창을 수여

3.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부적정
❍

년~’14년 장애인 복지사업(104건)을 추진하면서 장애인지방복지

’12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운영한 실적이 없음
❍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25명)에 대한 재판정 촉구공문 발송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장애수당(960천원) 지급

4.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건설기계 사후관리 소홀
❍ 장기간(최대

일)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9대)에 대하여

1,103

정기검사 이행 최고 통지 후 번호표 영치 등 후속조치 미 이행

5.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사후관리 소홀
❍ 장기간(최대

일) 정기검사를 미필한 차량(137대)에 대하여 정기

1,128

검사 이행 최고 통지 후 번호표 영치 등 후속조치 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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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장비관리 소홀
❍

월~12월 총대장균군 검출, 일반세균 기준이 초과된 민방위 비상

’14.9

급수 시설에 대하여 소독 및 살균처리 미 실시
❍ 민방위장비 전용 보관창고 미확보, 지휘용 앰프 등 필수장비 6종에
대한 관리소홀로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부적정
❍

년 자전거테마 공원조성 산지전용협의 시 감면비율을 잘못 산

’14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천원 부족 징수

66,063

8. 농지 원상복구비 미예치
❍

년~’13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3건)에 대하여 복구비(보증

‘12

보험증권) 예치없이 허가하는 등 농지관리업무 소홀.

9.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

년~’15년 동일세대,

‘12

인 분할구입, 농지소유 상한면적 초과 등에

1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

(16

10.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지도·감독 소홀
❍

년~’14년

’12

〇〇〇에게 해양폐기물 정화사무를 위탁하면서 수탁기관에서 제출

된 해양폐기물 수거실적(208.18톤)에 검증 없이 위탁금(184백만원) 집행

11.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사업 사후관리 소홀
❍

년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사업(1,018천마리 방류)하고, 방류일시, 방

’13

류량, 사업비, 방류크기, 중량 등에 대한 방류정보 사후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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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산항 요트마리나 부대시설사업 추진 소홀
❍ 수산항 요트마리나 인양기 구입을 추진하면서 도급업체 계약해지로

·

대체 대용품이 없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 중단

13. 내수면어업허가 처분 수면이용협의 미이행
❍

년 남대천 하류 지역에 재첩과 황어포획을 위한 내수면어업 재

’14

허가(35건)를 하면서 수면관리자와 사전협의 미 이행

14. 제2 그린농공단지 조성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부적정
❍ 제2 그린농공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양양군수(경제도시과)가 상수도
사업시행 시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226백만원)을 농공단지 조성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분양 추진

(현재 분양가 ㎡ 103,322원 → 포함시 107,052원, 3,730원 증가)

15.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 없이 체육시설 등 설치
❍ 쌍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청(양양군, 속초시 상수
도사업소)과 사전협의(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수원보호
구역내에 체육시설[배드민턴장(3면), 풋살경기장(1면), 주치시설 등]

·

설치 계획 수립 추진

(현재공정 35%, 축제 및 호안공 조성 중)

16.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위탁 관리 부적정
❍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고철(286톤, 약31백만원)과 재활용품
분리선별 시설의 재활용품 매각수입(290백만원)을 세입처리하지
아니하고, 위탁업체에서 대행비용으로 수입처리
❍ 재활용품 선별시설 위탁사업자 선정 공개경쟁 미 이행,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 (수입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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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부)

Ⅱ 민간보조 분야 (7건)
1. 양양문화원 보조금 교부 부적정
❍ 양양군 문화원에 교양강좌 등의 보조금(100백만원) 교부 시 수익금
백만원)에 대한 보조금 감액 미 검토

(14

2.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업무처리 부적정
❍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는 신규융자 신청업체(316개 업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였으며, 육성자금 수령 후
목적 외 사용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미 실시

3. 전통시장 안전요원 및 질서유지원 보조금 중복 지급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아케이드 설치)이
사업종료 이후

월 종료되었지만,

2013.8

년까지 안전요원 및 질서유지원 등 인건비 지원

2015

4. 축산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년~’12년 축산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7동)에 대하여 근저당권

’07

설정 등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미 이행

5.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등 부적정
❍

년~’14년 어촌회관 증축(2개소) 미등기,

’13

원)된

◉◉◉◉◉◉에 보조금 지원

〇〇〇에 담보가 설정

억

(2

❍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
실태 점검, 사업효과 평가 등 후속조치 및 정산검사 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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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정산 소홀
❍

년~'14년 ’어업인의 날‘ 행사 보조사업 사업계획 임의변경, 정산서

‘13

·

미제출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미 실시

7. 환경자원센터조성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년 양양군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한 농기계 구입 업무를 보조사업

’14

으로 추진하였고, 농민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여 보급한
농기계 영세율 미 적용

대, 부가세

(7

천원 집행)

7,119

Ⅲ 재정회계 분야 (9건)
1. 여성발전기금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 사업 공모시 총사업비의

이상을 자부담하도록 공고하고도 자

10%

부담 기준 미충족 사업을 대상사업(3개 사업)으로 선정
❍ 사업계획 임의변경,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에 대해 지도감독 미 실시

2.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기획감사실 등 2개 부서, 주점, 칵테일바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11건 1,166천 원)

3.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조치 미 이행

건,

천 원)

(37

131,638

4. 장학금 및 학자금 이중지급 부적정
❍ 농어업인고교생학자금과 이장자녀장학금 등과 이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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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2

원)

476,200

5. 이월사업 선금 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

년~2014년 이월사업(13건

2012

인

55%

백만원)에 대하여 사업비의

3,626

백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면서 선금 정산 미실시, 연

2,002

도별 집행 한도와 계약목적 집행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미 실시

6. 물품 취득 및 처분 절차 부적정
❍ 보건소 등

개 부서는 정수 승인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없이

9

정수관리대상 물품을 취득 (냉난방기 등 7종

백만원)

334

❍ 물품관리관 불용결정과 관리전환 합의 없이 무상양여 (컴퓨터 등

대)

134

7. 지방세 체납액 체납처분 부적정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납입최고서 발송, 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액 징수절차 미 이행

건,

(386

천 원)

42,992

8.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체납처분 부적정
❍ 세외수입 미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납입최고서 발송, 압류 등
체납액 징수절차 미 이행

건,

(290

천 원)

971,977

9. 공유재산 보험료(공제금〕부과·징수 부적정
❍ 사용수익허가 시, 기 납부한 손해보험(공제)료를 시설사용자로부터
미 징수

건,

(17

천 원)

2,165

Ⅳ 건설도시 분야 (23건)
1.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설치 및 관리 부적정
❍ 시설물인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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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를 전수 확인 결과,

122

20

·

개소(2개소 기제거)는 말뚝의 간격 시각장애인 점형블럭 미설치,
일부는 훼손 방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2. 건설공사 설계자문위원회 미운영 처분요구 미이행
❍

년 종합감사 지적사항(건설공사 설계자문위원회 미운영)에 대하여

2012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등 처분요구 미 이행

3. 군도3호 확포장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 비탈면은 토질특성과 경사도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녹화공법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하지만 현 토질과 경사도에
따라

가 적합한데도 절토사면 녹화 두께를 과다하게

1~2cm

적용 (감액

7cm

천원)

83,108

4. 양양 종합운동장 건설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

․

❍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로 시험종목 방법 및 빈도 등에 따라 산출하여

→

야 하지만 현장밀도시험(182

→

회), 함수량(91

289

회) 등 시험회수 과다계

139

상, 비탈면 보호공 식재공법, 관추진 시공방법 과다계상 (감액 77,698천원)

5. 총사업비 변경승인 및 설계VE 미이행
❍ 총사업비가

억원 이상인 도비부담 건설공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40

공사계약 변경시 총사업비 승인절차 미 이행

6. 건축관련 인·허가 및 사후 행정관리 부적정
❍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적법여부를 검사한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7개 건물 무단 사용
❍ 건축허가 취소절차 미이행(4건), 신고건 효력정지 미정리(5건), 가설건
축물 미연장(17건) 등 건축 관련 인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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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 감사 조례 미제정
❍ 주택법령 개정(2013.12.24.)으로

부터 공동주택 감사의 요청

2014.6.25.

및 감사실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 조례 미 제정

8.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심사판정 절차 미이행
❍ ‘양양

〇〇〇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 층
(

1

,

지상18층

동)’는

2

2015.3.5.

착공하기전 건설업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야 하지만, 한국
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심사절차 미 이행

9. 목재문화체험장 설계용역 변경 조치 미이행
❍

월 “목재문화체험장 숲속의집 및 편의시설 신축공사 설계

2014.3~6

용역”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대지내 동일 설계에 따라 2동 이상 건축물
설계시 설계업무 대가 감액 조정 미이행 (회수

천원)

8,986

10.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소홀
❍

년 설치된 부설주차장

2012~2015
5,

개소 중

44

개소(불법증축 2, 물건적치

27

조경식재 5, 주차라인 지워짐 15) 원상회복 명령 미조치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업무 소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적정보상비를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할 수 없는 대지외

필지 및 잔여지

7

필지에 대한 보상비

2

천원 집행

174,183

12.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및 이행보증금 예치 소홀
❍

년 개발행위허가 사업중 기간만료에 따른 허가기간 연장

‘12~’15

또는 취소 등 적절한 조치 미이행(32건),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미예치

건

(6

천원)

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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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처분요구 미이행
❍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미이행

14. 하천점검 및 하천정비계획수립 업무 소홀

·

❍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하천관리상황 점검 미이행(2014년) 및 소
하천정비종합계획 미수립

15. 수도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

❍ 양양 오색정수장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명(1급1,

5

급1,

2

급3)을

3

배치하지 않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도 미실시와 유수율 향상을
위한 적정예산 미 확보

16. 도시․군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업무 소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조 규정에 따라 의무적

116

으로 설치해야하는 도시 군계획 상임기획단 미 설치

17. 영농을 위한 취입보시설 유지관리 소홀
❍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취입보중 파손되어 물놀이 안전사고위험이 많

․

·

아 보수 보강이 시급한 취입보(8개소)에 대한 보수 보강 추진 촉구

18. 어촌정주어항 안전관리 소홀
❍ 어촌정주어항

개소에 대하여 구명함

6

개소, 구명환

8

개소가 훼손

3

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등 어촌정주어항시설 안전관리 소홀

19. 계약심사 미 이행 및 관련 조례 미개정
❍ 용역

건, 물품

16

건, 설계변경 심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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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등 모두

1

건에 대하여

45

계약심사 미 이행 및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 조례 미 개정

20. 일상감사 운영규정 개정 및 관련 업무처리 소홀
❍ 감사원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상감사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계약 및 예산분야 일부 규정만 개정
❍ 계약업무 267건, 예산관리업무 12건 등 총279건에 대하여 일상감사 미 이행

21.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분할발주 부적정
❍

년~’14년 “법수치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단일공사

’12

임에도 예산 미확보를 사유로 9건으로 분할 발주
❍ 총계약금액

백만원에서

5,379

가 증가한

17.5%

* 사업비 8,821백만원

백만원으로 증액된

6,323

부분에 대해 계약심사를 통한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미 실시

22. 일반용전기설비 등 정기검사 결과 행정조치 소홀
❍

·

년 이후 전기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부적격 시설물(60개소)에

2012

대하여 소유자(점유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미 이행
전기시설

(

개소, 가스시설

39

개소)

21

23. 전기공사 관급자재 수의계약 및 물품검수 부적정
❍

가로등외 5건

LED

천원의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효율

242,157

인증제품 우선 사용 미 이행
❍ ‘양양 그린2농공단지 조성’ 전기 관급자재는 당초
제품보다 성능이 낮은

75W

가로등

LED

제품을 현장에 설치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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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W

천원)

7,560

□ 인제군 주요 지적사항
Ⅰ

일반행정 분야 (24건)

1. 인사운영 부적정
❍ 직렬별 정원에 맞게 임용하여야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에 행정직을
임명하는 등 5급 3명, 6급

명에 대해 직렬 불부합 인사 운영

11

※ 2012년 강원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들어 근무성적평정을 하여야 하지만
강원도 파견자 5명 평정 미실시

2. 긴급 복지지원 업무 추진 부적정
❍

년~’14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41명)를 결정함에 있어서 긴급복지

’12

·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년~’14년 지원결정 한

명 중

’12

미실시,

123

명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심의

32

명은 1개월이 경과 된 후 사후조사 실시,

66

명에 대해서는

56

개월이 경과된 후 적정성 심의를 하는 등 긴급지원 업무 소홀

3

3.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사업 등 추진 부적정
❍

년~’14년 연차별 주거복지사업계획 미수립, 생활보장심의위원회

’12

심의없이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과 예산집행
명,

(191

천 원)

303,419

❍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국비)과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도비)을

·

중복지원하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대상자 선정
및 예산 집행(11명,

천원)

1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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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방위 교육운영 및 자원관리 부적정

·

❍ 민방위 대원 교육 강사 위촉 시 강사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미이행,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통지서 수령증 등 미보관(4,238명,

87.2%),

민방위 대원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미고지(1,633명(33.6%), 민방위
대원 명부관리 소홀(3,218명,

66.2%)

5. 공공구매지원관리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입 소홀
❍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관리자 미
지정, 산불진화복 등 구매(24,912천 원) 시 중소기업자 대상 제한경쟁
입찰 미실시, 직접생산 여부 미확인

6. 공장설립․등록대장 관리소홀
❍ 공장등록의 증명 등의 근거가 되는 공장등록대장을 정확히 작성하
고 매년

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나

1

공장등록 조건 미기재(25건) 등 관리 소홀

7. 인제군 목공예전시유통관 관리위탁 부적정
❍ 목공예전시유통관 관리위탁후,

차례에 걸쳐 갱신하면서 수탁기관

3

경영상태, 수행결과 평가, 위탁기간 연장 타당성 등 평가와 공유재
산심의회 심의절차 미이행

8.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장비관리 유지소홀
❍ 수질검사에 불합격한 공공용(민간지정) 비상급수시설(4개소) 지정
해제 및 대체지정과
일 양수능력

(1

년에 지정된 ‘살구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006

․ ․

톤 초과)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청소 검사 정비

100

등 사후관리 각각 미이행
❍ 민방위 필수장비인 지휘용 앰프 등 6종(43개)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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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건설기계 행정처분 소홀
❍ 장기간(최소

일, 최대

253

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2,513

대에 대하여 정기검사 명령 후, 미이행 자에 대한 직권말소 등

18

후속 행정조치 미이행

10. 사고마약류 처리 부적정
❍ 사고마약 보고(6건,

점)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지 아니하고

29

일반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11. 의무소독시설 관리 소홀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의무적 소독을 미실시한 숙박업소(24개소),
식품접객업소(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미 부과(13백만 원)

12. 식품위생업소 법정교육 미이수자 조치 소홀
❍ 식품접객업자 등 식품관련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미 부과
천 원)

(9,600

13.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소홀 및 지목변경 부적정
❍

월 개발사업인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업자에게

’14. 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실 미 통보
❍

◉◉야영장 등

개 야영장 부지(8필지)의 지목을 유원지가 아닌 잡

5

종지로 변경처리

14.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 관리 부적정
❍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를 발급하면서 내부결재 없이 지도
단속 사무별(대기, 수질 등 6개분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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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소홀
❍

년 상반기 ~ 현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재산압류 등 후속조치 미이행

’12

※ 체납금 : 시설물분 512건, 22,784천원, 자동차분 2,686건, 65,779천원

16. 대기배출시설 설치승인 부적정
❍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1종 오염물질 건축물(아스콘공장)의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승인(2014.3.3.)하였으나, 관내 동종업체 민원
제기로 가동 중인 아스콘공장 대기배출시설 설치승인 취소 및 폐업
(2014.12.28.)

처분

※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 中

17.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소홀
❍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감량의무사업장(233개소)에 대한

·

최근 3년간 반기별 1회 이상 처리실적 등에 대한 지도 점검 미실시
※ 감량의무 사업장 : ’12년 144개소, ’13년 44개소, ’14년 45개소

18. 공유재산관리 부적정
❍ 폐기물매립시설

內 개인 사업자가 임대·사용하는 고형연료화시설의

임대기간(2012.4.1.~2013.3.31.)이 만료 되었으나,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 부과(2,168천 원) 등 후속조치 미 이행

19. 산지전용 복구비 산정부과 소홀

㎡ 미만

❍ 산지전용 복구비 면제 대상지(660

건) 복구비 부과(32,604천원)

/ 6

❍ 산지복구비 과다부과 2건(227백만원), 과소부과 2건(8,733천원)

20.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협의) 소홀
❍ 허가기간이

까지 인데도, 원상복구 이행여부 미확인

2014.12.31.

❍ 개발행위 허가기간(‘13.12.31) 종료 후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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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처리시 허가서에 사업기간을 잘못 기재하여 처리하였으며,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사업기간보다도

일 짧게 예치처리.

31

21. 농지취득자격증명(주말체험영농) 발급처리 소홀

㎡

❍ 농업인이 아닌 자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면적이 1천 가
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처리

건)

(3

22. 건축신고사항 관계기관 통보 소홀
❍ 건축물 증축신고(407건)와 용도변경(95건) 중 연면적

㎡ 이상으로

400

서 소방시설의 추가와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증축신고
건과 용도변경

74

건에 대한 건축신고수리사항 관할 소방서 미 통보

23

23. 공설소화전 사전협의 및 관리전환 소홀
❍

년

’90

~

현재까지 설치된 소화전(21개소)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 사전

협의 미실시 및 설치 결과 미 통보

24. 인제종합장묘센터 위험물 안전관리 부적정
❍

’14.8.11. ~

현재까지 인제종합장묘센터 화장보일러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자 미 선임

Ⅱ 민간보조 분야 (4건)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부적정
❍ 보조금 정산시 교부조건에 명시한 대로 자부담율이 감소한 만큼 보조금을
환수조치 미이행

건,

(11

백만원)

11

❍ 보조금 심의시 전년도 사업정산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교부액 산정

- 15 -

2. 인제문화원 보조금 교부 부적정
❍ 인제문화원에 교양강좌의 보조금(55백만원) 교부 시 수익금(11백만원)에
대한 보조금 감액 미 검토

3. 장애인지방복지위원회 운영 및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

년~’14년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105건, 국비

’12

·

건, 도비

53

건, 자체

28

건)을

24

추진하면서 장애인지방복지위원회 구성 심의 미이행
❍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대한 재판정 촉구, 사전통지 통보 등 사후
조치 미 이행으로 재판정 등록 대상자(14명) 중 9명이 짧게는
길게는

일,

21

일 지난 후에 장애등급 재판정 등록

122

4. 인제장묘센터 주변지역 주민자율신청사업 및 민간위탁 부적정
❍ 인제장묘센터 주변지역 주민자율신청사업(2013.1.1.~2014.12.31.)을
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사업기간) 변경 승인 미이행

’15

❍ 인제군장묘센터(장례식장) 위탁기간이 만료(‘14.2.28.)된 지
지난 후에 의회로부터 재위탁 동의를 받았고, 의회 동의 후
지난
❍

’14.8.13.

일이

66

일이

165

재위탁 계약 체결

년 민간위탁금(인건비,

2013

백만원) 정산검사 지연(1년), 매년

108

민간위탁 사무 처리결과 감사 미실시

Ⅲ 재정회계 분야 (10건)
1. 승소사건 소송비용 미회수
❍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하는데도, 승소사건

건의 소송비용

5

천원을 회수

20,174

하기 위한 소송비용확정신청 등 후속 행정절차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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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기금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미예탁 등
❍ 기금별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함에도, 사회복지기금 등
개 기금의 여유자금

2

백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았고,

360

단기자금 4억원을 보통예금에 방치

천원의 이자수익 손실 초래

8,413

❍ 문화원진흥기금은 이자수익 범위내에서 목적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함에도,

년~2015년 연도별 최대

2012

천원을 초과 편성하였고,

75,200

기금별 존속기한을 미설정(조례 미개정)

3. 학자금 이중수혜자 관리 소홀
년~’15년 인제군장학회장학금 수혜대상자

❍

’12

자녀학자금 이중 지급

명에게 농어업인고교생

21

천 원)

(8,500

※ 인제군장학회장학금은 성적우수자 장려금 성격으로 학자금이란 용어의 정비가 요구됨

4. 공공요금 결제계좌 등 관리 소홀
❍ 상하수도사업소 공공예금(2개) 및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천 원에 대하여 보관사유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이월하는 등 계좌

16,076

관리 소홀

5.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
❍ 자치행정과외 4부서에서는 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5건,

천 원)

305

❍ 경로가족과에서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자 개인
카드로 결제(3회,

천 원)하고, 만찬비 명목으로 부서운영업무추

425

진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여 개인계좌에 입금

6. CCTV 제작･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

CCTV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설공사로 발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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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년 마을구역별 방범CCTV 구매설치’ 등 4건(564백만원)을

‘2013

물품구입으로 수의계약 추진.
❍

년 방범CCTV제작 설치공사’(345백만원)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

‘2012

업체 직접생산을 사유로 하는 수의계약은 물품의 제조 구매에 적용
되는 것임에도 이를 공사에 적용하여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1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용역업자(정보통신감리법인)를 통해 별도의 정보통신 감리
미 시행

7. 특허 수의계약 부적정
❍ ‘제5회 서든어택얼라이브 메인대회 장비 임차’(37백만원)의 경우,
물품의 제조 구매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 수의계약 사유를
행사 장비 임차용역에 적용하여 수의계약 체결
❍ ‘버스승강장 제작설치 공사’(29백만원)의 경우, 버스승강장으로 디자인
등록된 업체(제품)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
음에도 단순히 디자인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유만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8. 물품 취득 및 처분 절차 부적정
❍ 자치행정과 등
품목

건

56

개 부서는 정수 승인 없이 노트북컴퓨터 등

15

개

16

백만원의 정수관리대상물품을 취득하였고,

970

❍ 불용품 무상양여는 불용결정 후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의하여 관리전환(양여)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처분

9. 공유재산 보험료(공제금〕부과·징수 부적정
❍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공제) 미가입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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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사용자로부터 기 납부한 손해보험(공제)료

․

부과 징수 미이행

건,

(14

원)

1,643,270

10.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체납처분 부적정
❍

만원 이상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미압류(17건,

100

결손처분 미 이행(5건,
❍

천원),

48,532

천원)

19,181

년~2014년 이미 사망한 자 및 폐업된 법인에 과태료

1994

건

434

․

천원을 착오로 부과하고 부과 취소 감액 미 조치, 사망 폐업

110,816

전에 정상 부과된

건

406

천원은 상속자를 확인하여 연대납세

128,665

의무자에게 부과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를 검토 결손처분하여야
함에도 미 이행

Ⅳ 건설도시 분야 (29건)
1. 건축관련 인·허가 및 사후 행정관리 부적정
❍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적법여부를 검사한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6개 건물은 무단 사용
❍ 그 밖에 건축허가 취소절차 미이행(1건), 신고건 효력정지 미정리(8건),
가설건축물 미연장(22건) 등 건축관련 인허가 및 사후관리 부적정

2. 공동주택 감사 조례 미 제정
❍ 주택법령 개정(2013.12.24.)으로

부터 공동주택 감사의 요청

2014.6.25.

및 감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 조례 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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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관리 소홀
❍ 국민주택(449세대) 융자금 업무가
데도 감사일 현재

세대(5.3%)

24

년까지 마무리 되어야 하는

2006

백만 원 체납 중에 있는 등 융자금

343

징수관리 업무 소홀

4. 공공목적 불법 지주광고물 철거 미 이행
❍ ‘공공목적 광고물(지역 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지주이용 간판)’은 법령
개정(‘07.12.21.)으로

2011.7.9.

이후에는 불법 시 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미 철거

개소)

(11

5.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소홀
❍

년부터

2012

년까지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유지

2015

관리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감사기간 중 샘플조사 결과
중

개소(불법증축

13

2,

주차라인지워짐

개소

24

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11)

있는데도 원상회복 명령 등 미 조치

6. 건축설계 용역계약 업무처리 소홀
❍ 건축설계 용역계약 시 건축 외 전기, 소방, 통신분야는 건축사가
설계할 수 없는데도

개 설계용역에 대하여

4

〇〇〇건축사사무소

등 3개 건축설계 업체와 각각 부적정 계약

7.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공사 설계변경 조치 미 이행
❍

월부터 8월까지 “인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공사”를

2015.3

추진하면서 경량철골천장틀 철거 인건비 과다적용 등으로 감액
조정 미이행(14,08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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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2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도감독 소홀
❍ 향토특산주 제조공장 신축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 등
미등록 업체와 건축설계 및 건설공사 등 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9.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업무추진 부적정
❍ 덕산정수장 등

개 정수장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7

명을 부족하게

5

배치하였고 유수율 향상을 위한 적정예산을 투자하지 않는 등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추진 부적정

10. 주요 안전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업무 부적정
❍

년 시설물유지관리계획 미수립

’15

미이행 6개소,

개소,

12

년 시설물 정기점검

‘14

년~’13년 시설물 정기점검자의 안전점검교육 미이수,

‘12

특정관리대상시설 미지정 7개소(교량5, 병원2)

11.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년부터 현재까지 정기점검

‘12

회중

13

회 점검 부적정

12

12.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소홀

․

❍ 재난 예 경보시설

개소 중 4개소는 관계기관과 인터넷으로

CCTV 8

연계가 되어있지 않고 1개소는 카메라가 고장난 상태로 부적정하게 관리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업무 소홀
❍ 보상할 수 없는 1필지 보상, 건축물 5개소는 보상 후 소유권 미이전
및 미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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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및 입안절차 소홀
❍

2012.7.1.

「

」

개정된 도시관리계획수리지침 에 따라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미실시, 편입토지 등 이해관계인

인 이하인 경우

10

개별 통지 미 이행

15.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부적정
❍ 도시공원의 시설결정 후

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0

공원시설이 자동 실효되나(법 시행이전 시설

:

실효)

2015.10.1.

인제군에서는

개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미 수립

5

16.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미 이행 등 부적정
❍ 비도시 지역,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단독주택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허가 처리(24건)
❍

2013.12.23.

「

」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에 따라

위해방지 관련

“

사항”을 검토 후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개정 지침 미적용
허가 처리(274건)

17. 도로점용허가 및 유지관리 부적정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도로점용허가 처리(12건), 사업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 준공확인 미실시(57건).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재질, 규격 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

설치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부적정 관리(3개소 9개)

18.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미 이행
❍ 사토, 순성토량이

㎥이상인

10,000

하는데도 미설치(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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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은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19. 서화운동장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조경석 놓기 및 쌓기 공정은 높이
하여야 하나

의 경우

톤의 조경석을 반영

2m

톤을 반영하는 등 총

4.512

1.516

천 원 과다 설계

50,729

20. 하남~상남배수지 확장 및 배수관로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관로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아래인

깊이로 매설하면 되는데도

1.6m

이상 계획으로 흙막이 추가 설치 등 총

2m

천 원 과다 설계

72,162

21. 일상감사 업무처리 소홀
❍ 일상감사 미 이행

건,

: 261

억 원

1,325

※ 계약33건, 236억 원, 예산193건, 699억 원, 민간보조 등 35건, 390억 원

22. 계약심사 미 이행사업 계약체결
❍ 계약심사 확인절차 없이 계약 체결

건,

: 71

억 원

101

※ 원가심사62건/57억원, 설계변경 9건/44억 원

23. 건설공사 원가계산 경비계상 소홀
❍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수수료(7건/6
백만 원) 및 퇴직공제 부금비(5건/9백만 원) 미계상

24. 군청 무선랜(와이파이) 설치·운영 부적정
❍

는 군청 민원실 및 농협의 와이파이를 자체 보안성(업무망 분리

KT

·

여부 등) 검토 없이 무단 설치 운영

25. 시설공사 하자검사 추진 소홀
❍ 연 2회 정기 하자검사 및 만료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 1회만
실시하는 등 총

건(정기906건, 만료1,678건) 하자검사 미실시

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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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요 공공사업 추진 지연 및 조기집행 업무 소홀
❍ 주요 공공사업은

건/648억원(이월39건/176, 당초67건/472)의 사업을

106

추진하고 있으나, 이중 이월사업

건은 미착수, 당해사업

11

건은

16

설계중 또는 미설계로 감사일 현재 미발주

27.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소홀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구입 및 유상운송을 위해서도 교통수단의
소유는 인제군으로 하고, 이용요금 또한 인제군 조례에 근거로 하여야 하나,

〇〇〇〇〇〇〇인제군지부 소유로 보조금 집행 후 자가용 유상운송 운영
28. 군도·지방도 차선도색공사추진 소홀
❍

월 경찰청

2012.12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개정에 따라

군도 지방도 차선도색의 경우 재귀반사성능(휘도)을 공사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준공검사 시에도 휘도 측정 미실시(5건)

29. 서화운동장 조성사업(전기공사) 추진 소홀
❍ 하이브리드 보안등은 독립적 운영으로 전기인입이 필요 없으나 전기
인입공사를 반영하는 등 중복계상 추진

Ⅴ 소방행정 분야 (4건)
1. 구급대 감염관리실 관리운영 소홀
❍ 원통구급대, 기린구급대, 남면구급대, 상남구급대에서 주 1회 감염관리실
소독 미실시

2. 건축허가 소방동의 업무처리 부적정
❍ 남면복지회관 경로당(노유자시설,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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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간이스프링쿨러

300

)

설계 및 감리가 누락 되었으나, 건축허가 동의 시 이를 검토하지
못한 채 소방동의 및 완공검사 처리

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소홀

◇◇ 단란주점 등

❍ 다중이용업소(

개)에 대한 신규 및 지위승계 사항을

12

인제군으로부터 통보 받고도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미실시

4. 현장방염처리물품의 성능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다중이용업소 등이 제출한 방염처리물품 성능검사 시료에 대하여
현장 채취여부 검증 미실시, 방염성능검사 합격 라벨부착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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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주요 지적사항
Ⅰ

일반행정 분야 (8건)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관리 부적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차고지(4개소)에 대한 임대기간 변경허가
신청을 임대만료일로부터 최장

일 이행하지 않았지만, 과태료 부과,

435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미 이행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화물자동차(5대) 차고지 설치확인증 발급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허가 등 처리

2. 공공구매지원관리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입 소홀
❍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공공 구매지원 관리자 미지정,
태백 종합관광안내 소책자 제작(16건,

억

2

천여만 원) 등 중소기업자

7

대상 제한경쟁입찰 미실시, 직접생산 여부 미확인

3. 지역민방위협의회 미구성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소홀
❍ 태백시, 황지동 등 6개 동별 지역민방위협의회 미 구성
❍

년에 지정된 ‘황지연못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993

일 양수능력

(1

․ ․

톤

100

초과)외 1개소에 대해 2년 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청소 검사 정비 등 사후
관리 미 이행

4. 다중이용업소 신규․변경사항 처리 등 부적정

·

❍ 다중이용업 신규 변경 등 수리사항 관할 소방서 미 통보

건

: 85

* 신규 5건, 지위승계 54건, 폐업 13건, 기타변경 13건

❍

☆다방 휴게음식점
(

)

소재지 변경 영업신고를 처리하면서 음식점 내 객실

설치 등 부적합 시설을 검토하지 않고 신고 수리

- 26 -

5. 환경개선부담금 결손 및 체납관리 소홀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2,366건

천 원)에 대해 재산압류 등

133,473

체납처분 절차 미 이행
* 체납액 : 자동차 - 875건, 22,890천 원, 시설물 - 1,491건, 110,583천 원

6. 지하수연장허가 및 수질검사 부적정
❍ 지하수 수질검사를 미 이행한 205개소에 대해 검사 촉구 및 과태료 처분 미실시
❍ 지하수이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공공용 지하수 시설물 연장허가 미 이행 : 8개소
7. 공유재산 등 지목변경 미이행
❍ 공공재산 지목변경 미 이행
❍ 국민안전테마파크

(’12.10.31

준공)

필지,

3,092

:

㎡

천

2,803

지적확정 측량, 지목변경 미 이행 :

필지,

52

㎡

천

950

8. 지적행정시스템 사용자권한 부여 등 부적정
❍ 지적행정시스템의 ‘정책정보’ ‘오기정정’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등
업무처리 시, 규정에 부적합하게 지적직 8급 이하 공무원에게 권한을 부여
하여, 권한 없는 지적직 8급

◎◎◎ 등

명이 오기정정 처리(26회

4

건)하고,

144

자료이용 신청 등 관련근거 없이 개인의 지적전산자료를 조회(2회 9필지)하는
등 지적행정시스템 업무 처리

Ⅱ 민간보조 분야 (7건)
1.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부적정
❍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20%

백만 원 초과 지원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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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하지만,

❍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개 사업

백만 원에 대하여 심의 없이 지원

220

❍ 교육경비는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보조되어야 하지만, 교사 해외
연수 사업 등에 일부지원

2. 태백문화원 보조금 교부 부적정
❍

년~‘14년 태백문화원에 문화학교, 사랑방운영의 보조금(99백만원) 교부 시

’12

수익금(47백만원)에 대한 보조금 감액 미 검토
3.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

년

’14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

임의변경(5개 사업,

교부권자 승인없이 사업계획

·

천 원), 자부담 미 이행(2,644천원) 등에 대한 지도

4,995

감독 미실시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사단법인

★★ ★★ 에 관리위탁하면서 태백시의회
’

동의, 협약내용 공증 등 행정절차 미 이행,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 연1회
감사 미실시
❍

년~’14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출장여비를 증빙자료

’12

없이 집행(33건,

·

천 원)하였으나, 보조사업자 지도 감독 미실시

2,497

5. 아동보육업무 추진 부적정

․

❍ 국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심사 대상

개소에 대하여 심사지연

10

일)

(80

❍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비율 착오적용,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보육보조금(714천 원), 보육보조금 집행에 따라 발생된 보조금 카드
포인트

천점) 등 세입조치 미 이행

(2,145

- 28 -

6. 전통시장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

◇◇◇◇시장에 인건비로 지원된 보조금 현금 집행

백만 원), 간이영수증

(4

첨부, 자부담 미 이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 미실시
* 자부담 미이행률 만큼 보조금 감액 조치 미이행 : 1,268천 원

7.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관리감독 소홀
❍

년~’14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12

감사기간 중 직접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유류비 등 제출서류와
통장 거래내역 불일치

Ⅲ 재정회계 분야 (6건)
1. 기금 운용 부적정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여유자금 9억 원을 보통
예금에 방치한 결과,

천원의 이자수익 손실 초래

6,053

「

」

❍ 태백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에 따라 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할
자활기금을 아무런 근거 없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별 존속
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음.

* 조례 미개정

2.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세 부과․납부 부적정

․

❍ 공유재산 임대료에 부가세를 부과 신고납부하면서, 부가세
하지 않거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고, 매입세액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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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을 부과

2,259

천 원을 공제하지

3,543

3. 시금고 협력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

년부터 금고에서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매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2012

하여야 함에도

년~2014년 협력사업비

2012

백만원 중

390

백만원 세입

80

예산 편성누락

4.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 기획감사실 외

개과에서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확인되지 않은 잔액

7

천원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바로 잡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해당

2,666

계좌에 그대로 이월하여 관리

5.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결손처분 부적정
❍

년~2014년

2010

건

313

천원의 과태료 미납자 및 체납자에 대하여

182,718

독촉장 발부, 납입최고서 발송, 압류, 공매 등 체납액 징수절차 미 이행

❍

2004.4.30.~2010.4.30.

처분 미 이행

과태료 체납 미압류에 따른 시효완성(5년)분 결손

건,

: 27

천원

9,958

6.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

년~2014년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누락

2011

건

: 51

천원

14,200

(검사미필 과태료 44건 13,480천원, 검사지연 과태료 7건 720천원)

Ⅳ 건설도시 분야 (21건)
1. 건축신고 건축물 사후관리 소홀
❍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적법여부를 검사한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6개 건물은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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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 지도감독 및 유지관리 업무소홀
❍ 공동주택단지 내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미실시
❍ 주택법령 개정(2013.12.24.)으로

부터 공동주택 감사의 요청

2014.6.25.

및 감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 미 제정

3. 공공목적 불법 지주광고물 철거 미 이행
❍ ‘공공목적 광고물(지역 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지주이용 간판)’은 법령 개정
으로

(‘07.12.21.)

2011.7.9.

이후에는 불법 시 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미 철거

개소)

(1

4. 옥외광고물 설치 및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처리 소홀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없이 무단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건(폐업 등 소유주변경

67

57,

표시기간 만료

10)

행정지도 미실시

5. 태백시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 설계변경 조치 소홀
❍

태백시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 변경’을 설계하면서

2014.10.18. ‘

신규비목의 자재단가는 저렴한 물가정보지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견적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과다 계상 (회수 1,246천 원)

6. 장성동 폐광지역 舊 시가지 재생사업 추진 부적정
❍ 하수관거

․수밀검사 분리발주 미 이행

CCTV

,

도로정비구간 중 기존

도로(B=6m)를 현장여건상 반폭(B=3m)만 철거 후 재시공 (감액 52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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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멀티스포츠타운 도로개설 및 사면공사 추진 부적정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촉지지구 실시계획 변경협의 미이행,

→

현장여건에 맞게 배수시설 조정 필요(190m

70m)

(감액 52백만 원)

8. 도로점용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 도로점용허가 사업기간이 만료된
체납된 도로점용료

건

309

건에 대해 준공확인 미 실시,

8

백만 원에 대한 적정한 징수조치 소홀

22

9.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 시설물인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24개소 중 17개소와 과속방지턱
14개소 중 7개소 설치 부적정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소홀

10.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미이행
❍ ‘철암중심 시가지 정비공사’ 등 3개소 축중기 설치 미 이행

11.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업무추진 부적정
❍ 4개 정수장에 총 5명의 정수시설운영 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하지만, 1명만 배치
❍ 상수도시설 종사자 6개월 마다 건강진단 실시 소홀

회중

: 84

회 미 실시

67

12.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운영 미이행

「

」

․

❍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2012.4.15.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운영 미 이행

13.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 부적정
❍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11.3.9.

개정되었으나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미 개정

※ 시행령 개정내용 : 도시계획 심의절차 완화(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60㎡ 이하 창고, 농어업용시설에 대하여는 심의절차 생략이 가능)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개발행위허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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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21

14. 소하천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미 이행(43개소),

년 재수립한

2014

개소는

1

일간의 주민공고 절차를 미 이행

14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없이 사업추진

개소

: 10

15.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 미이행 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

월 이후 전문건설업 주기적신고 미이행 업체

2014. 1

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13

등록말소 처분 등 미 이행
❍ 등록기준 미달 전문건설업체 6개소에 대하여 6개월(최소4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이 아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16.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건설기계 행정처분 미이행
❍

월까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 건설기계(51건)에 대하여 등록

2015. 5

말소 등 관련 행정처분 미 이행

17. 청사 방화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청사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 관련 자격 또는 소방
교육을 받은 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일반직원으로 선임

개 기관

: 4

❍ 전직원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화재예방 교육은 연2회 실시해야 하지만,
미실시

개 기관

: 5

18. 계약심사결과 미공개 및 계약심사 미 이행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공사분야

(2014.8.5.)

계약심사결과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나 미공개
❍ 계약심사 미 이행

건, 3억 원 (용역2, 물품9)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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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7

억 원)

70

19. 일상감사·계약심사 규정 미 개정 및 일상감사 미 이행

「

」

❍ 일상감사 가이드라인

(2011.5.30.)

및 계약예규(2012.12.24.) 개정에 따라

자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규정 미 개정
❍ 일상감사 미 이행

:

건,

49

억 원 (공사3, 용역34, 물품

184

12)

20. 주요 공공사업 추진 지연 및 조기집행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 보상협의 지연, 재원협의 등의 사유로
건과

13

년 이월사업

2014

년 당초사업 7건을 지연처리

2015

21. 공화교 개축공사 추진 부적정
❍ 시공하지 않은 축도공 마대쌓기, 타공사와 중복된 차집관로, 세륜기
사용료, 가시설 중복공정 등에 대한 정산 미실시 (감액 71백만 원)

Ⅴ 소방행정 분야 (4건)
1. 소방시설 공사·감리 및 완공처리 부적정
[태백소방서]
❍ ‘중소기업 글로벌 리더쉽 연수원’ 소방시설공사 시, 스프링클러 설시 등을
시공하면서 ‘국가화재 안전기준’ 미 준수
❍ 소방시설감리업체

◆◆◆◆◆ 주 가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시공된 것으로
(

)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교부

2. 신축 건축물 자료조사 및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소홀
[태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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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리사업소 외

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기본현황과 소방활동 계획도

61

등을 작성하지 않는 등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소홀

3. 법인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태백소방서]

❍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확인되지 아니한 잔액(4,458천 원)에 대해 그 원인을
파악하여 바로 잡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해당계좌에 그대로 이월하여 관리

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관리 소홀
[강원도소방학교]

❍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개 과정 중

194

결과 통보기한을 초과하여 통보

개 과정에 대한 실시

62

일~31일)

(11

❍ 학칙에 따라 집합 및 사이버교육 미수료자 등이 속한 소속기관장에게
근무평정 반영 등 후속조치 요구 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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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44

□ 고성군 주요 지적사항
Ⅰ

일반행정 분야 (20건)

1. 인사․조직운영 부적정

․

❍ 인사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직근 상급자를 해당 심의 의결에 참여하게

․

하고(1건), 4급 승진 심의대상자에 포함된 공무원을 해당 심의 의결에
참여(1건)시키는 등 인사운영 부적정
❍ 농업5급 또는 농촌지도관이 정원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서기관을
임용하는 등 4급~6급까지 직렬불부합자 임용

․

명

: 4

❍ 간성읍 토성면 민원담당의 분장사무에 “방송통신” 업무가 없는데도
해당 직위를 “방송통신주사”를 포함한 복수직으로 운영
❍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소지하는

사회복지사”자격증과

“

자격증 소지를 조건으로 특채된 경우의 해당 자격증은 자격가점 대상이
아닌데도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부여

:

사회복지

명, 공업 2명

14

2.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수(20%), 우(40%), 양(30%), 가(10%) 분포
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하므로, 현원이

명인 경우에

수”로 평정

1~2

“

할 수 없는데도 1명을 “수”로 평정하고, 현원이 1명인 경우에도 기준
없이 “우” 또는 “양”으로 임의 평정

3. 공공구매지원관리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입 소홀
❍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소홀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물품이 아닌데도 수의계약 구입

건

: 15

천원

194,735

4. 장기간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만료일에서 장기간(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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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최대

313

일)

1,199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건설기계

대에 대해 직권말소 등 후속 행정

13

처분 미이행

5. 화물차 차고지 관리감독 부적정
❍ 임차 토지에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명시가
없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완요구 없이 차고지 설치허가
처리

건

: 48

6. 긴급지원 대상자 사후조사 및 심의 지연
❍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 사후조사와 3개월 이내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년부터 현재까지 사후조사 기한 초과(26건),

2013

심의기한 초과(42건), 사후조사 미실시(6명) 등 업무처리 소홀

7. 민방위 업무 추진 부적정
❍ 민방위대 편성자에게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 통보 미이행

명

: 321

※ 2012년 1,617명중 240명, 2014년 1,502명중 81명

❍ 민방위강사평가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50% 이상) 없이 전원(3명)
내부공무원 위촉

8.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위탁관리 부적정
❍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을 위탁운영 하면서 회계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

본청이 아닌 사업소에서 자체 계약하였으며, 수탁자가 하수슬러지 등
처리를 재위탁함으로써

천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결과초래

4,516

*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 3개 시설, 5년간, 5,191백만원

❍

년~’15년 오봉마을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원주지방

’14

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수질개선대책
미수립

9. 자동차야영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

□□□자동차야영장을 등록 시 관련부서 협의절차 미 이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천원

: 3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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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식품위생업소 법정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미이행
❍ 식품위생교육을 미 이수한 98명에 대하여 장기휴업, 사업주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미이행

11. 의무소독시설 관리 소홀
❍ 감염병 예방 소독을 미실시한 26개소(숙박업소24, 식품접객업소2)에
대하여 장기휴업, 사업주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미이행

1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소홀
❍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분 3건(65천원)과 시설물분 104건
(13,642천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체납관리 조치 없이 방치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소홀

13. 산지전용허가 복구비 예치 부적정
❍ 매년 산림청장 고시 단가로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4건에 대한 차액(31,492천원) 추가예치 미이행
※ 旣 예치액 : 338,279천원, 재산정 : 369,771천원

14.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미이행
❍

∇∇정육점 등

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15년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및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강원도 시군)’에서 적발된 3개 업소[영업종류별
시설기준 위반(온도계 미설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미이행
4

·

15.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처리 부적정

㎡

❍ 농지취득 신청 면적이 1,000 이상에 대하여 ‘농업경영’ 목적이 아닌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 2건

·

❍ 농지전용 협의된 부분은 취득목적을 농지전용으로 발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경영 또는 주말 체험영농으로 발급하여야 하지만, 모든
면적에 대하여 농지전용 또는 농업경영으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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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어항시설 점ᆞ사용허가 기간종료 안내 등 관리 소홀

ㆍ

❍ 어항시설 점 사용허가기간 종료
❍ 어항시설물(13개소, 방파제 등

일 이내 사전 안내 미실시

30

에 대하여 분기별

15,625m)

ㆍ관리 미이행

명

: 21

회 이상

1

정기점검 미실시, 어항시설관리부 작성

17. 공유수면 점ᆞ사용허가 고시 미이행
❍

․

년~현재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고시 미이행

’12

건

: 185

18.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지도·감독 소홀
❍

년~’14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를 지구별 수협과 위탁 처리

’12

톤,

(199.12

백만원)하면서,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임을 입증할 수

1181

있는 사진자료 등 확인 없이 사업완료 처리

19.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사업 사후관리 소홀
❍

년~’14년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사업(550백만원,

’12

천 마리 방류)을

1,192

추진하면서, 사업 집행지침에 따른 설문조사 등 사후관리 미이행

20. 어촌계 정관운영 등 지도·감독 소홀
❍ 고성군 관내

개 어촌계 중

15

개 어촌계에 대한 표준 정관외의 정관

14

사용에 대한 인가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소홀

Ⅱ

규제개혁 분야 (3건)

1.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소홀로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
❍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 감면사유가 수차례에 걸쳐 개정 확대되었으나
조례개정 소홀로 주택 및 소상공인의 영업장 진․출입로 등 점용료

,

과다 징수

건

: 53

천원

2,396

※ 「도로법」개정 : 주택 진출입 전액 면제, 소상공인 영업소 진출입로 1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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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에도 관련조례 미폐지

·

❍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2008.3.28.

폐지되었지만,

「

년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미징수 되었다는 사유로 고성군 기반

’07

」 미폐지

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3. 급수공사대행업체 지정 보증금 이자 미반환

「

」

❍ 고성군 급수공사 대행규칙 을 근거로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보증금
발생이자 반환조치 미이행

개 업체

: 5

천원

1,277

Ⅲ 민간보조 분야 (9건)
1. 통일전망대 위탁관리 소홀
❍ 매년 통일전망대의 ‘폐기물처리 및 관람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에

민간위탁금(1,881백만원)을 교부하면서, 위탁대상 시설이

아닌 수탁자 등 소유시설 운영경비(인건비, 공공요금 등) 집행, 정산 미실시
※ ’12년 ~ ’15년 민간위탁금 교부 : 1,881백만원 (’12년 534백만원, ’13년 542백만원, ’14년 582백만원, ’15년 223백만원)
※ 시설현황 : 고성군 소유 - 6.25. 전쟁체험전시관 / 고성군 외 소유 - 통일전망대(국방부), 휴게소·식당((주)통일전망대) 등

2.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별도통장 관리(1개소, 3백만원), 근무기간 1년 경과
미도래자 복지수당 지급(12명,
개소,

천 원), 비지정 후원금

1,116

50%

초과 집행(1

천 원) 등 보조금 교부정산 소홀

865

❍ 후원금 수입 및 집행결과 미공개(3개소), 노인복지시설 운영위원회

·

구성 운영 부적절(6개소),

CCTV

운영사항 미공개(1개소) 등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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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 시설장이 본인 자금을 차입하여 어린이집 운영경비 사용(1개소 5백만원),
보육교직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57명), 대체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미반납(1명,

천원), 국민연금 자격상실자 보조금 지원(1명,

443

천원) 등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167

4. 아동복지시설 등 지도감독 소홀
❍

년 물품구입비용을

‘14

년 보조금 예산으로 집행(1.6백만원), 지역

’15

아동센터 비지정후원금

50%

초과집행(2개소,

천 원) 등 보조금

3,079

정산 소홀
❍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5개소,

명), 후원금 수입 및 집행결과

17

미공개(3개소) 등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5.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 소홀
❍ 근무기간 1년 경과 미도래자 복지수당 지급(1명,

천원),

120

CCTV

운영

사항 미공개(1개소) 등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6.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소홀
❍ 사회복지법인 정관 미변경(1개소), 취득재산 관리 부적절(1개소
미등기

·

건,

3

백만 원), 예 결산 보고서 및 후원금 집행내역 미공고(1

1,340

개소) 등 보조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7. 민간대행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소홀

△△지역본부 고성군△△△△△과 민간대행사업

❍ 강원

개 사업)을 추진

(24

하면서, 대행계약 미체결(14개 사업), 사업별 별도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개 계정으로 보조금 일괄 지급(23개 사업)

2

❍ 농가별 자부담금(2,774백만원) 집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 정산
검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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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어업인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년~’14년 노후 선외기 지원 등

’13

후

개 사업

15

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완료

18

백만원에 대한 정산검사 미실시

2,358

9. 어업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정산검사 미실시
❍

년~’14년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907백만원)에 대한

’12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실태 점검, 사업효과 평가 등 사후관리 및 정산
검사 미실시

Ⅳ 재정회계 분야 (7건)
1. 공유재산 교환처분 부적정
❍ 교환 대상 재산가격이 4분의

3

미만으로 교환 요건이 되지 않는 일반

㎡ 를 교환 처분하였으며

재산 토지 2필지(1,109

)

㎡ 는 행정재산

필지(150

, 2

)

으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교환 처분

2. 공공재산 등 지목변경 부적정

㎡ 에 대한 지목변경 미실시

❍ 공공재산(2,252필지

1,062,863

)

,

개발사업 관련

도로에 대한 지목 변경 시 현지조사 미 실시로 공부도로와 현황도로가
불일치한 상태로 지목변경 처리

3.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 고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연 구성(’15.9.14.)하여

년 1회 추경

’15

예산 편성 시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등에 대한 사전심의 없이
예산편성

건

: 9

백만원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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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
하여야 하지만, 관서적 성격 여비(60건
공무원 여비(77건

천원)와 업무관련자 외의

12,769

백만원)를 시설부대비에서 지급

9,357

5.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체납처분 부적정
❍

년~’14년

’11

건

: 68

❍

만원 이상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압류 미이행

30

천원

154,414

년~’10년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미압류에 따른 시효완성

’97

년) 결손처분 미이행

(5

:

건

119

천원

34,158

6.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자료 관련부서 미통보
❍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해당부서(재무과)에 통보
하지 아니하여 등록면허세(가산세포함) 부과 누락

건

: 221

천원

2,278

7. 계약의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등 미이행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업체 폐업 등)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

년 송지호 철새관망타워

’15

건이 계약해지 되었지만, 계약보증금

6

천원) 세입조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미이행

(1,123

Ⅴ 건설도시 분야 (20건)
1. 건축관련 인허가 및 사후관리 소홀
❍ 건축물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7건) 사용승인 없이 무단 사용, 가설건축물
사용기간 연장조치 미이행(13건) 등 사후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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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신고 시 도로지정 공고 절차 미이행
❍

년~현재 건축신고업무 처리 시 도로지정 공고 절차 미이행

’13

건

: 4

※ 사유 :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는 사유로 도로지정 절차 미이행

3. 공공목적 불법 지주광고물 철거 미이행
❍ 공공목적 광고물 은 법령 개정(‘07.12.21.)으로
*

이내에 설치된 지주이용 간판 미철거

2011.7.9.

이후 도로변

500m

개소

: 1

* 공공목적 광고물 : 지역 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지주이용 간판

4. 옥외광고물 설치 및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소홀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없이 무단사용

건

: 31

※ 유형 : 폐업으로 소유자 변경 28건, 표시기간 만료 3건

5.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
❍ 부설주차장 샘플조사 결과, 40개소 중 16개소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데도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 미이행
※ 유형 : 불법증축 1개소, 물건적치 1개소, 토사일부 쌓임 1개소, 주차라인 지워짐 13개소

6. 사전재해영향 검토협의 미이행
❍ 부지면적

㎡이상

5,000

개발사업의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

재해영향에 관한 협의 미이행

건

: 1

7.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미이행

․

❍ 사토 순성토 운반량이

㎡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도로보전 및

10,000

위험 방지 축중기 미설치

건

: 10

8.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부적정
❍

10m

이상의 도로를 굴착하면서 도로점용허가 전에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미이행(12건) 및 준공검사 미실시(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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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회의정연수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가설방음벽은 공사 후 철거하는 시설로 공사기간에 따른 손율 미적용 등
과다설계

:

감액

백만원

33

10. 건설공사 시추정보 관리 부적정
❍ 지반조사완료 후
시스템에 미등록

개월 이내 조사된 지반조사 정보를 국토지반정보

1

건

: 9

11. 토성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변경 시 제경비 과다 계상 등

:

감액

백만원

77

※ 제경비 요율(적정→부적정) : 일반관리비 3.42%→6%, 이윤 9.73%→14.74% 등

1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 안전관리계획 미수립(175개소), 안전점검
미실시(5회), 점검자 교육 미이수(3명),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미실시(5개소)

1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업무 부적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건

: 16

※ 유형 : 실시계획인가 前 착공, 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미이행, 완료공고 미이행 등

14. 태양광발전시설 유지관리 소홀
❍

년 6월 태양광발전시설 고장으로 발전정지 전력손실

2015

: 12,600Kwh

❍ 1억원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재산 미등록 및 손해보험 미가입

개소

: 4

15. 등록기준 미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 등록기준 미달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 영업정지 종료 처분 시 관련 서류 확인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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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업체

5

개 업체

22

16. 청사 소방안전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
❍ 소방안전관리자 부적격자 선임

:

郡 청사 외

❍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

개소

6

농업기술센터 외 2개소

17. 계약심사 규정 미개정 및 일상감사 업무추진 소홀
❍

2012.12.24.

계약예규 개정에도 자체 계약심사 규정 미개정

※ 개정 내용 : 설계변경 심사 시 직전 계약의 10%이상 증액 → 2회 이후 누적금액 10%이상 증액

❍ 일상감사 미이행

건

: 20

억원 (공사4, 물품15, 예산전용3)

26

18. 계약심사 미이행사업 계약체결 및 심사결과 공개 소홀
❍ 계약심사 미이행

건

: 26

억원(공사2, 용역8, 물품13, 설계변경3)

181

❍ 공사분야 입찰공고시 계약심사결과 공개 미이행

건,

: 58

19.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 정기 하자검사 누락(75건) 및 최종검사 미실시(901건)

20. 정보시스템 구입에 따른 보안대책 소홀
❍ 보안성 검토 누락(2건), 보안 적합성 검증 요청 미이행(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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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324

□ 화천군 주요 지적사항
Ⅰ

일반행정 분야 (14건)

1. 승진후보자명부 관리 등 부적정
❍

년~’15년 상반기까지,

’12

회에 걸쳐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면서

7

작성권자의 날인과 간인을 누락하였고,

회에 걸쳐 명부를 조정하면서

25

작성권자의 사전결재를 받지 않은 채 담당자 전결로 조정대상자와
조정사유에 대한 내역도 없이 승진심의 직전에 한꺼번에 조정하였으며,
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확정 이후부터는 단한차례도 명부삭제 미이행

’13

❍

자 승진임용 심의 시에는

기준 확정명부를 적용하여야

’12.8.1.

함에도,

’12.7.31.

자 조정명부를 적용하였고,

’12.7.29.

심의 시에는 개최일

’13.6.28.

급 승진임용

5

일전에 조정한 명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3

기준 명부를 적용

’13.6.10.

2. 공적심사 및 징계의결(포상감경) 부적정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 기소 중인 경우에는 도지사 표창을
추천할 수 없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된 형사사건 기소자를

월 징계의결 요구

’11.8

월 표창 추천자로 공적심사 의결

’13.12

❍ 징계의결 요구일 이후에 받은 표창으로는 해당 징계의결 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는데도, 경징계 요구된 위 사건에 대해

월 부당하게

’13.12

받은 도지사 표창으로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

3.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허가 소홀
❍ 화물자동차 차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 차량(8대)에 대해 임대기간 연장 등
개선조치 미이행 및 과태료

만 원(각

400

만 원) 미부과

50

❍ 제1종 주거지역 등은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지만, 차고지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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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5

4. 지역민방위협의회 미구성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소홀

․

❍ 화천군청 및 화천읍 등 5개 읍 면별 지역민방위협의회 미구성, 지하 주민
대피시설에 필수시설인 비상조명등과 시설관리카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미비치
❍

년에 지정된 ‘어린이 놀이터 비상급수시설’(1일 양수능력

1996

톤 초과)에

145

대해 2년 마다 실시하여야 할 점검 및 정비 등 사후관리 미이행

5.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 소홀
❍

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종료된

’12

건에 대하여 허가

50

조건 이행여부 미확인

6. 개발부담금 부과 등 업무처리 소홀

㎡ 에 대한 개발행위 준공이후 사업자의

❍ 자연권 수련시설 등 3개소(15,685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및 개발부담금
부과 심사 누락

7. 공공재산 지목변경 미이행
❍ 하천 재해복구 등으로 취득한 공공재산 지목변경 미이행

필지

: 194

㎡

104,266

8. 지적측량성과 검사 지연 처리
❍

년부터

’12

건

1,040

필지의 지적측량성과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2,962

측량검사 지연(4일 초과)

건

: 186

필지

436

9.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및 건축신고처리 부적정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농촌개발과에서 행위허가를 먼저 득하고
민원봉사과에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처리한

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2012

건의 건축신고 수리 중 8건은 행위허가 없이 처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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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수면 양식기자재 시설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양식용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천 원(보조

11,000

자담

8,000,

년

2013

☆☆☆☆에 대하여는

을 지원하여 양어장내 소규모 양식

3,000)

생산시설 추가 설치
❍

년

2014

★★★★에 대하여는

천 원(보조

10,670

7,000,

자담

으로 비상

3,670)

발전기를 구입하면서, 양식용 발전기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물품이지만,
보조금 지급 시 정산 미실시

* 발전기 구입 부가세 780천원 중 546천원 환수

11. 황쏘가리 종묘배양장 운영 소홀
❍ 국비 등

백만원을 투자하여 황쏘가리 종묘배양장을

780

’13.6.20.

준공

하였으나, 종묘생산을 위한 전문인력 및 기술이 없어 황쏘가리 종묘를
생산하지 못한 채 황쏘가리(4마리) 사육 및 시설물 관리만 하고 있음.

1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관리 소홀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4,217건
:

시설물분

건

320

천 원)에 대한 재산압류 미이행

99,908

천 원, 자동차분

7,250

건

41

천 원

289

13.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

년부터

’13

년까지 폐기물배출사업장 총

’15

개소 중

283

개소에 대한

269

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미실시
❍

년부터

’14

년까지 가축분뇨배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19개소)에 대하여

’15

허가시설(연

4

회), 신고시설(연2회)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미실시,

미신고 시설

35

개소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조치 미이행

14.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관리 부적정
❍

년부터

’13

․

년까지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21종

’15

천매) 시 불법

1,490

제작 유통방지를 위한 현지 확인 소홀
※ 2013년~2015년 총 9회 제작, 현지확인 1회 실시

❍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 완료 후 재질검사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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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 3

Ⅱ

규제개혁 분야 (4건)

1.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개정 소홀
❍ 최대적재량

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면제대상으로

1.5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화천군 조례에 미반영
❍ 개인택시 등 차고지 면제차량에 대하여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할 수
없지만, 화천군 조례에 미반영

2.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기간 과도한 제한

「

」

❍ 화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를 운영하면서 상위법령에서
허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5년 이내)보다 단축(3년)하여 설정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에도 관련조례 미폐지

·

❍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폐지되었지만,

2008.3.28.

「화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미폐지

4. 급수공사대행업체 지정 보증금관련 규칙 운용 부적정

」

❍ 화천군 급수공사 대행규칙 을 근거로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보증금
발생이자 반환조치 미이행

개 업체

: 2

천원

225

Ⅲ 민간보조 분야 (10건)
1.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감사 처리 부적정
❍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태 자체감사’를 하면서,

년부터

’10

◇◇◇◇◇◇◇◇◇ 등 이 집행증빙 없이 관외 출장여비
’

년까지 ‘화천군

’14

건 7백만원)와

(55

조사연구비(29백만원)를 집행하였지만, 보조금 회수 등을 검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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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등 보조금 교부·정산 부적정
❍

○○○
❍

◎◎◎◎◎

년, ’14년 친목단체인 화천군
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강원도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보조금(6,000천 원)을 화천군
를 통하여 교부 집행하고 정산검사 미실시
’12

◎◎◎◎◎

○○

·

년~’14년 사업계획 임의변경(5개 사업 13,581천원), 사업기간 종료 후 보
조금 집행(14건 19,415천원),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지도 감독 미실시
’12

·

3. 화천§§§§§§§§ △△△△△ 등 운영경비 지원 부적정
❍

§§§§§§§§ △△△△△ 지도자 인건비

년 상반기 화천

’15

·

천 원을 화천군

44,095

조정 카누 운동부 급여예산에서 우선 지급하고, 2차례 추경을 통하여 위 운
동부 급여예산을 충당함.

△△△△△

- ’12년~’15년
에 대하여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운영경비 293,780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15년 지도자 인건비 정산검사 미실시 및 집행잔액 3,332천 원 미회수

❍

▽▽▽▽▽▽▽▽ ∞∞∞∞∞ 운영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화천군수
의 사무가 아님에도
년부터 행사보조금
백만원 으로 편성·지원
’15

(140

)

4. ♧♧♧♧♧♧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정산검사 부적정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품목(저온저장고)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산시에 환급금(1,772천원) 공제없이 보조금 지원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사망월 이후 사망급여 지급

명

천 원

: 2

656

❍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 중 단독가구 무료임차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용 지급 부적정 : 12명 2,034천 원 과다 명
천 원 과소 명
천원
(

11

1,934

,

2

100

)

6.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감독 소홀
❍ 대표자겸 시설장에게 복지수당 보조금 교부

명

: 3

천 원

9,300

❍ 신규자 및 퇴직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등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비를 시설회계에서 지출(1개소
사회복지법인 취득재산 정관 미변경 :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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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8

천 원

871

천 원)하고

515

7.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감독 소홀
❍ 장애인복지시설 4대 보험료 집행잔액 미회수

:

개소

천 원

1

2,265

❍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노유자 시설이어야 하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신고 수리

개소

:

1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후 성범죄 경력조회

개소

명

: 3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비를 시설회계에서 지출(1개소

15

천 원)하고

342

법인의 임원명단 정관 미변경(1개소)

8. 아동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감독 소홀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후 성범죄 경력조회

·

개소

: 3

명

21

❍ 사회복지시설 예 결산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미공개

:

개소

3

9.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 소홀
❍ 비지정 후원금 용도외 사용(330천 원), 퇴직적립 및 4대 보험료 보조금
집행잔액 미회수(1,117천 원), 종사자 4대 보험료 등 과다 징수(292천 원) 등
지도감독 소홀

10. 산림소득사업 민간위탁 추진 부적정
❍ 산림소득사업 시설을 관리위탁하면서, 군의회 동의, 수탁자 공개모집
및 적격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Ⅳ 재정회계 분야 (7건)
1. 기금 운용 소홀
❍

2013.12.31.

존속기한이 만료된 농업경영기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년~2015년 현재 운용

2014

❍ 기금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1/3

:

여성발전기금 등 5개 기금

이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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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 3,118,643

:

노인복지기금 등 2개 기금

2. 법률·조례 근거 없이 특별회계 편성·운용
❍ 법률이나 조례 근거 없이 공원묘원특별회계를
생활안정특별회계는

년부터, 저소득주민

2003

년부터 각각 운용

1991

※ 2015년 공원묘원 예산 98,691천 원, 2015년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예산 195,445천 원

3. 계약해지 여부 검토 미이행
❍ 건설업영업정지 8월 처분을 받은 도급업체

▨▨▨▨ 주 가 공사 감독부서 에게
(

)

*

위 처분 사항을 각각 신고하였으나, 이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지 여부

일 경과시 계약유지)를

(30

검토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관광정책과 1건 - 신고서 미접수 / 문화체육과 2건 - 신고서 접수 후 계약부서 미통보

4. 지연배상금 산정 부적정
❍ 산천어양식장 조성공사(건축) 등 4건에 대하여 준공기한을 지체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였지만, 준공기한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지체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준공계를 제출한 날까지 지체일수를 착오
산정하여 지연배상금 과소 부과

천 원

: 7,456

5.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체납처분 부적정
❍

:

❍

년~’14년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액 징수절차 미이행
73건 37,469천 원

’10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미 압류에 따른 시효완성분
결손처분 미이행 : 62건 10,484천 원

’04.4.30.~’10.4.30.

6.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청 미이행
❍

년~’14년 관허사업자(57명)의 체납액(66,681천 원)에 대하여 해당
면허부여기관에 관허사업 제한요청 미이행
’13

7. 공공구매지원관리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소홀
❍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관리자 미지정
및 관급자재 등 구매(15건

천 원) 시 중소기업에서 직접 생산하

217,850

는 제품이 아닌데도 수의계약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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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건설도시 분야 (23건)
1. 건축신고 건축물 사후관리 소홀
❍ 건축물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 사용승인 없이 무단 사용
❍ 가설건축물 사용기간 연장조치 미이행

건

: 11

건

: 14

2. DMZ사방거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월 착공하였는데도 현재까지 건축협의 절차 미이행, 체육관 지붕공사는

’14.10

목구조 공사이지만, 목구조와 철골구조 공사로 설계반영

:

감액

백만 원

42

※ 지상2층 1,571㎡(다목적 체육관, 소규모 영화관 등), 30% 공정(골조공사 완료)

3. 공공목적 불법 지주광고물 철거 미이행
❍ 공공목적 광고물 은 법령 개정(‘07.12.21.)으로
*

2011.7.9.

이내 설치된 지주이용 간판 철거 미이행

500m

:

이후에 도로변

개소

5

* 지역 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지주이용 간판

4. 옥외광고물 설치 및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소홀
❍ 옥외광고물 소유자 기간연장 신고없이 무단사용

건

: 31

5.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
❍ 부설주차장 샘플조사 결과,

개소 중

30

개소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15

있는데도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 미 이행
※ 불법증축 1개소, 대문설치 1개소, 물건적치 1개소, 주차라인 지워짐 12개소

6. 도로유지보수 및 관리 소홀
❍ 도로정비를 추진하면서 사전조사를 통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하였으며, 수해에 대비한 춘계 배수로 정비 미실시
※ 군도 2개 노선 확인결과, 횡배수관 퇴적 3개소 발견 ⇒ 수해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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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점용허가 업무처리 소홀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미이행(5건) 및 준공검사 미실시(69건)

8. 군관리계획 입안절차 소홀
❍ 군관리계획 입안 시 입안내용을 주민에게

14

❍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인 이하인 경우, 엽서 또는 서신을

발송하여 입안내용 공지 미실시

일 이상 열람조치 미이행

건

: 4

10

건

: 2

9. 군계획위원회 구성 등 업무처리 소홀
❍ 군계획위원회를 구성(18명)하면서 군계획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9명(50%)이상 구성하여야 하지만,

명(44%)으로 구성

8

❍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을 6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조례 미개정
※ 회의록 등 회의결과를 1년이 지난 후에 공개함.

10.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 미이행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미이행
건

: 76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일부시설은 제외됨.

11.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부적정
❍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시 산지복구비와 중복

건

: 4

천원

41,431

12.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기술진단 미실시
❍ 상수도관망 블록화사업이 완료된 관망은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
하여야 하지만, 기술진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3. 교량 등 시설물 정기점검 미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 정기점검 미이행
회(교량

: 24

회, 상수도 4회, 하수도

10

❍ 시설물 관리대장 교량 미등재

회)

10

개소 (안동철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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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50m)

14.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소홀
❍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124개)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및 정기점검
미실시(저수지 5회, 양수장 8회, 관정

회), 대형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 미실시

10

개소)

(22

15. 축소설치된 가설사무실 설계변경 미이행
❍ 축소 설치된 현장사무실에 대한 설계변경 미이행

:

감액

백만 원

12

16. 교량 및 터널 도로안전시설 미설치
❍ 군도

개 노선 교량(34개소), 터널(1개소)에 시선유도시설 미설치

12

개

: 70

※ 설치기준 : 교량 및 터널 개소별 2개 설치

❍ 터널 입구부 차량방호 안전시설 미설치

개소 2개

: 1

17. 계약심사 및 심사결과 공개 미이행
❍ 계약심사 미이행

건 (공사

: 44

11,

용역

8,

물품

15,

❍ 공사분야 입찰공고 시, 계약심사결과 공개 미이행

설계변경

10)

건

: 33

18. 계약심사규정 미개정 및 일상감사 미이행
❍

’12.12.24.

계약예규 개정* 에도 자체 계약심사 규정 미개정

* 출연기관에 대한 계약심사 대상기관 누락 / 설계변경 심사 시 직전 계약의 10%이상 증액 → 2회 이후 누적금액 10%이상 증액

❍ 일상감사 미이행

건 (계약업무

: 246

164,

예산관리

12,

보조금

70)

19. 군청사 외부창호 교체공사 설계변경 추진 소홀
❍ 스카이장비 설계변경 추진 시,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과다 산정된 신규단가 적용

:

감액 3백만 원

20.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 정기 하자검사 누락(422건) 및 최종검사 미실시(1,4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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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CTV 제작·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 정보통신공사업 공사를 물품으로 계약

건

: 5

❍ 물품에만 적용되는 농공단지 수의계약 사유를 공사에 적용

건

: 1

22. 전기 및 가스 부적합 시설 관리․감독 소홀
❍ 전기설비 부적합 시설 중 개선명령 미이행 시설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만 원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개선명령 미이행 1개소에 대한 고발

400

조치 등 후속조치 미이행
❍ 가스설비 부적합 시설 중 정기검사 미이행 시설 1개소에 대한 과태료
만 원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개선명령 미이행 5개소에 대한 고발

50

조치 등 후속조치 미이행

23. 군청사 에너지 진단 업무처리 소홀
❍ 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 미구성,

년마다 청사 에너지 진단 미실시,

5

․평가 미실시 등

반기 1회 자체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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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주요 지적사항
Ⅰ

일반행정 분야 (13건)

1.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 ’12년 상반기부터 행정6급과 세무6급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하면서, 통합평정계획을 사전에 공개하지도 않았고, 평정자가 직렬별로
분리 작성한 서열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임의로 통합함으로써
평정자의 의견이 평정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
❍ 사회복지직 등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소지하는 ‘사회복지사’자격증 등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자격가점 부여 : 15명
※ 사회복지 10명, 전산 1명, 간호 2명, 지적 2명

2. 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소홀
❍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함에도, 소송비용 3건 30,741천 원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
비용확정신청, 부과․고지 등 후속 조치 미이행

3. 공공구매지원관리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입 소홀
❍ 중소기업제품 구매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공공구매 지원관리자 미지정 및
관급자재 등 구매(7건 118,059천 원) 시 중소기업 직접 생산증명서
미확인

4. 군청사 에너지 진단 업무처리 소홀
❍ 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 미구성, 5년마다 청사 에너지 진단 미실시,
반기 1회 자체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미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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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허가 소홀
❍ 화물자동차 차고지 임대차 기간이 끝난 차량(3대)에 대해 임대기간 연장 등
개선조치 미이행 및 과태료 150만 원(각 50만 원) 미부과
❍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대기간 5년을
초과하였음에도 차고지 설치허가 : 10건

6. 민방위 업무 추진 부적정
❍ 양구군 민방위협의회 미구성 및 ‘15년도 민방위계획 미수립
❍ 민방위대 편성자에게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 미통보 : 2,725명
※ 2012년 922명, 2013년 901명, 2014년 902명

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함에 있어서, 농지취득
상한 면적 초과(1천㎡ 초과), 세대원 소유면적 초과(1천㎡ 초과) 등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2건

8. 산지전용 복구비 추가예치 및 복구설계승인 소홀
❍ ’12년부터 ’14년까지 1년 이상의 산지전용 허가 시 재해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 미이행 : 4건 6,252천 원
❍ ’12년부터 ’14년까지 산지전용허가 복구설계승인신청서를 제출받고도
승인여부 미검토 : 5건

9.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사업자가 공사 및 물품구입을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시공 등 업체를 선정 : 694백만원
❍ 보조사업자와 도급(납품)업자의 사인 간 계약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여 인지세(490천원) 납부 및 지역개발채권(13,590천원)을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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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위허가 없이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 부적정
❍ 양구군 관내 6개소에 폐기물집하장 설치공사를 실시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행위허가 없이 설치·준공

11. 산채사랑마을 조성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 부과
❍ 산채사랑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 27,480천 원

12.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허가관리 부적정
❍ 대리포획허가 부적격자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구성(’12~’15년 91명
중 37명, 41%)하고, 부적격자에게 353회에 걸쳐 대리포획 허가(37명)
❍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구성된 양구군 청원경찰이 야간 근무하는 날은
포획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관리대장에는 포획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
: 2명 100일 중복

13.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지역 지적측량방법 부적정
❍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지역의 세부측량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
하지 아니하고, 전자평판으로 실시 : 36필지
❍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지역의 면적을 계산하면서 도해측량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반올림하여 지적공부 면적오류 발생 : 51필지

Ⅱ

규제개혁 분야 (4건)

1.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기간 과도한 제한
❍ 「양구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조례」를 운영하면서 위탁계약 기간을
상위법령에서 허용되는 기간(5년 이내)보다 단축(3년)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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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에도 관련조례 미폐지
❍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2008.3.28. 폐지되었지만,
「양구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지 않음.

3. 도로점용료 과다 부과로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 다용도 건축물 주택진입로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 점유
면적만큼 도로점용료 면제 미이행 : 136건 3,440천 원

4. 급수공사대행업체 지정 보증금 이자 미반환
❍「양구군 급수공사 대행규칙」을 근거로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보증금
발생이자 반환조치 미이행 : 3개 업체 160천 원

Ⅲ 민간보조 분야 (5건)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부적정
❍ 소상공인의 업종전환, 점포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야
하지만, 마케팅비를 경영안정자금에서 지원 : 8개 업체 10,475천 원

2.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보조금 관리 부적정
❍ ’13~’15년 안전감시요원 보조금(93백만원) 정산검사 미실시, 자부담
미이행(56백만원), 정산서 제출서류 보완 등에 대한 지도․감독 미실시

3.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추진 부적정
❍ 장기입원환자(3개월 이상) 중 단독가구 무료임차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을
착오 산정하여 9명에 대해서는 4,531천 원을 과다지급하고, 2명에
대해서는 334천 원을 과소지급
❍ ’13~’14년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수립(매년 1월말) 지연 : 47~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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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지원 대상자 사후조사 및 심의 지연
❍ 긴급지원 대상자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 사후조사와 3개월 이내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사후조사 기한 초과(13건),
심사기한 초과(49건), 심사 미실시(4명) 등 업무처리 소홀

5.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 종사자 채용 후 근무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1명 1,440천 원
❍ 종사자 자녀주택 월세납부를 이유로 퇴직적립금 중간정산 지급
: 1명 2,150천 원

Ⅳ 재정회계 분야 (10건)
1. 일반운영비(201목) 집행 부적정
❍ ’14~’15년 사무관리비(201-01)에서 직원 출산격려금(출산용품) 집행
: 33명 3,300천 원
❍ ’12~’15년 일반운영비(201목)에서 직원 체육행사 등에 대한 시상금 집행
: 8회 10,005천 원

2.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 ’12~’15년 양구군의회 의원(5명)에게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 4회 9,849천 원
❍ 민간인 국외여비를 대상자가 아닌 여행사로 집행 : 4회 31,450천 원

3. 사업중지 중 선금보증서 등 채권 확보 미이행
❍ 선금 보증·보험기간 만료 현황 : 2건 (용역)
❍ 선금 보증·보험기간 종료일 부적정 현황 : 3건 (공사 2건, 용역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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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품관리 부적정
❍ 불용품을 물품관리관이 폐기하지 아니하고, 관리부서에서 폐기 : 4건
※ 주민생활지원실 3건, 민원봉사과 1건

❍ 단가 30백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한 부군수 불용 결정 미이행 : 2건
※ 방산면 1건, 남면 1건

5. 특별회계 편성․운용 부적정
❍ ’10~’15년 상리․송천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집행
❍ 주차장특별회계 집행 시 설치목적과 관련이 없는 국내여비 집행
: 18건 3,740천 원

6.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검사 소홀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 금액과 다르게 양구▨▨▨▨▨는
보조금 300천 원을 증액하고 양구▥▥▥▥▥는 자부담 1,330천 원을
감액하여 교부결정
❍ 양구▨▨▨▨▨ 등 2개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 미이행(724천원), 관내
명산정비의 증빙사진 동일 등 지도‧감독 미실시

7.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체납처분(압류·결손처분) 부적정
❍ ’11~’14년 기간 중 공유재산 대부료 등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토지·건축물·동산·예금 등에 대한 압류 조치 미 이행
: 56건 116,888천 원
❍ 2010.10월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
(30만 원 이상) 재산 미 압류에 따른 징수권 시효소멸이 완성되었음
에도 결손처분 미 이행 : 34건 17,804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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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 체납자 재산 미압류 및 결손처분 부적정
❍ ’11~’14년 기간 중 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미 압류 등 징수절차
미 이행 : 55건 19,722천 원
❍ ’03.~’10.8월 기간 중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액 미 압류에 따른
시효완성분 결손처분 미 이행 : 1,258건 13,507천 원

9.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요청 미이행
❍ ’15. 10월 현재 관허사업자(26명)의 체납액(32,654천 원)에 대하여
해당 면허부여기관에 관허사업 제한요청 미이행

10.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 교육‧파견‧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민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장기교육‧출산휴가‧산하기관 파견 중인 자에게 대민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일할계산하지 않는 등으로 61명에게 35,363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2명에게는 읍면근무수당 3,570천 원
지급을 누락

Ⅴ 건설도시 분야 (17건)
1. 가설건축물 사후 행정관리 소홀
❍ 가설건축물 사용기간 연장조치 미이행 : 26건

2. 건축공사 설계용역비 과소 산정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13.4월 ‘박수근 파빌리온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정가격을
과소하게 산정(94백만 원 상당)하여 건축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으로
분할하여 서울소재 ㈜건축사사무소와 수의계약(2건 3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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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광고물 설치 및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소홀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없이 무단사용 : 4건
※ 유형 : 소유자 미허가 2건, 소유자 기간연장 미신고 2건

4.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
❍ 부설주차장 샘플조사 결과, 50개소 중 36개소는 부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데도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 미 이행
※ 불법증축 1개소, 데크설치등 3개소, 물건적치 14개소, 주차라인 지워짐 18개소

5. 인․허가 협의 없이 공사 시행
❍ 짚라인 레저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개발행위허가 미이행 : 8건
❍ 남면 구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사업면적 17.294㎡)을 추진하면서,
소규모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 1건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부적정
❍ 기 결정된 도로면적을 5%이상 변경하면서 주민공람, 관계기관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미이행 : 1건
❍ 군계획 결정시 주민열람은 14일 이상 하여야 하는데도 13일 열람
: 30건

7.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 172개) 안전관리계획 미 수립, 정기점검
미 실시(저수지 6회 관정 8회)

8. 건설공사 시추정보 관리 소홀
❍ 지반조사완료 후 1개월 이내 국토지반정보시스템에 미등록 :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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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면 3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 축소 설치된 가설사무실에 대하여 설계변경 미 조치, 가물막이 공사를
PP마대(20~40kg 포장)쌓기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톤마대(1톤 포장)
쌓기를 했는데도 설계변경 미 조치 : 감액 37,807천 원

10.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결과 이행여부 관리·감독 소홀
❍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결과 이행여부 점검 미이행
(연 1회 이상) : 16개소

11.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 설계 부적정
❍ 가설사무실 및 부지임대료를 관련 기준보다 과다설계, 수로암거 철근
강도 상향조정(SD300→SD400) 미적용, 저수지 본체에 불필요한 교명주
반영 등으로 과다설계 : 감액 75,664천 원

12.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추진 부적정
❍ 차선도색공사 분할 수의계약(5개 공구) 및 휘도검사 미 이행
❍ 페인트를 관급자재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급처리 : 예산낭비 25백만원

13. 흙탕물 저감 야생화 밭 조성사업 하자보수 이행 소홀
❍ 야생화밭 조성사업 초화류 고사율이 20.97%(추정)이지만, 하자보수 미이행

14. 무단방치차량 등 행정처리 소홀
❍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자 통고(범칙금)처분 미 이행 : 6건
❍ 범칙금 체납자 법원 미 송치(2건), 자동차 관리사업(25개 업체) 점검 소홀

15. 일상감사 업무처리 소홀
❍ 일상감사 미이행 : 200건 (계약업무160, 예산관리35, 보조금지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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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약심사 미 이행사업 계약체결 및 심사결과 공개 소홀
❍ 공사분야 입찰공고 시, 계약심사결과 공개 미 이행 : 40건
❍ 계약심사 미 이행 : 28건 (공사8, 용역9, 물품7, 설계변경4)

17. 정보시스템 개발 보안조치 소홀
❍ 농업정책과 정보시스템 개발 보안성검토 미 이행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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