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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 조치
내역

금액
(천 원)

요구양정

강

원

도

재심의 결정
제

목

“강원도⊙⊙단 위탁관리 부적정”건에 대한 재심의

재심의신청인 강원도지사
관 계 부 서

♣과

징계대상자

① 강원도 ♣과

☆☆담당

지방¥¥

A

지방◆◆

B

지방¥¥

C

② 강원도 과(전 ♣과)

지방◆◆

D

③ 강원도 과(전 ♣과)

지방◆◆

E

② 강원도 ◇과(전 ♣과)
※ 훈계대상자 ① 강원도 ♣과

주

문

○○담당

재심의 신청을 일부 인용한다.
위 사람들에 대한 경징계 및 훈계 요구는 유지하고, 회수 처분 중
보건소통합건강증진컨설팅과 건강플러스마을 컨설팅 부적정 지출
금액 129,283,320원은 제출한 소명자료를 일부 인정하여 3,427,720원을
감액한 125,855,600원을 회수하고, 교육비 18,880,000원과 전산처
리비 9,830,500원은 당초 처분금액을 유지하며, 강원도⊙⊙단(G)의
사업비 부당수령 등에 대한 고발도 유지한다.

이

유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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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A는 2017. 7. 22.부터 2019. 1. 30.까지, 지방¥¥ C은 2017. 1. 9.부터
2017. 7. 21.까지 ♣과 ⊕⊕담당으로, 지방◆◆ D은 2016. 4. 18.부터 2017. 7. 21.
까지, 지방◆◆ B는 2017. 7. 22.부터 2018. 6. 30.까지, 지방◆◆ E은 2019. 1. 31.
부터 2019. 4. 26.까지, 강원도⊙⊙단 위탁업무 등 실무자로 근무하였다.
위 담당자들은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 ｢강원
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협력단과 강원도⊙⊙단 운영에 대
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표 1]과 같이 위탁금을 보조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주민
의 요구가 반영된 지역사회 ⊙⊙1)과 도 자체 특성사업으로 건강플러스 사업2)을
함께 추진하였다.
[표 1] 연도별 강원도⊙⊙단 위탁사업 내역
(단위: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190,000,000

190,000,000

190,000,000

인건비

23,423,520

7,757,000

9,414,000

운영비(컨설팅 등 수당)

141,294,000

161,040,000

153,484,000

여비

2,378,000

1,335,000

1,666,000

전산처리비

3,000,000

2,000,000

2,000,000

업무추진비

8,451,580

7,215,000

6,292,000

유인물비

1,914,900

1,297,000

7,606,000

정산수수료

418,000

418,000

418,000

일반관리비

9,120,000

9,120,000

9,120,000

※ ♣과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강원
도⊙⊙단 위탁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원도⊙⊙단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확인하여 사업부서 담당과 담당자에게 징계와 훈계를
1) ⊙⊙: 13개분야(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비만,구,강,한의약건강증진,아토피천식예방관리,모자보건,심뇌혈관질환예방관
리,치매관리,지역사회재활,방문건강관리)
2) 건강플러스사업: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군 마을 단위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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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였고, 보조금 정산 시 실적보고서에 지출 증빙서류와 결과보고서 제출 없
이 부적정하게 지출된 ⊙⊙과 건강플러스사업 컨설팅비 129,283,320원, 허위증빙
자료 제출로 지출된 전산처리비 9,830,500원, 「통합건강안내서」기준을 준수하
지 않고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출된 교육비 18,880,000원을 회수 처분하였고, 강
원도⊙⊙단(G)의 사업비 부당수령 등에 대해 고발을 요구하였다.
2. 재심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
가. 신청취지
이 건 신청의 취지는 본 사업에 대한 감사처분내용이 강원도⊙⊙단의 사전
소명 절차 없이 결정되어 ‘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한 위탁사업 보조금 정산
시 실적보고서에 지출증빙서류와 결과보고서 제출 없이 부적정하게 지출된 ⊙⊙
과 건강플러스사업 컨설팅비(129,283,320원), 허위증빙자료제출로 지출된 전산처
리비(9,830,500원),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출된 교육비(18,880,000원)를 회수 처분
으로 결정한 금액에 대해 취소나 감액 및 고발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신청이유(요약)
(1) 강원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해 사업비를 지출한 강원도⊙⊙단의
사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보조금 정산내역을 부당지출로 회수와 고발로 결론
을 도출하였다.
(2)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의 도출에 사용된 자료 또는 증거의
대부분은 시‧군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이나 컨설팅의 대상은 보건소가 아닌 주민
들과 건강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직원들의 보고문서 존재 여부로서 컨설
팅 횟수를 인정한 사항으로 감사 증거자료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3) 강원도 ♣과에서 지난 3년간 운영계획서와 지출증빙에 근거하여 회계
법인감사(회계검증보고서)에서 모두 인정되었으며, 현지점검 및 정산보고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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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감사와 관련한 지적이나 변경 요구가 없었다.
(4)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교육비 부당 지출로 처분한 사항은 연간 교육계
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주체는
강원도이며, 강원도⊙⊙단은 강원도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한 사항이므로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교육비 18,880,000원의 부당지출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5)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과 관련하여 각 시‧군별로 6회씩 컨설팅
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에 미달한 곳이 있고 위 미달횟수에 상응하는 지급액을
환수해야 한다”는 처분한 사항은 본 컨설팅은 현지방문‧교육‧홍보물 작성 지원
이외의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총괄자로서의 단장의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
고 컨설팅 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점, 각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모색과
지도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점, 보건소가 규
모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강원도⊙⊙단은 성과자료의 분석과 대학병원수준
의 홍보물 작성지원, 보건소 발표시의 슬라이드 작성지원을 하였으며 2016
년~2018년의 24개 대상 보건소에 대해 지역보건의료계획 병합과 강사비 등이 지
급된 경우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감사 시 기인정한 횟수와 단순누락 되었던 현지
방문을 포함하면 평균 6회3)의 방문을 시행 점을 고려해야 하며 현지방문은 운
영계획서가 지시하고 있는 ‘각 마을별 현지방문 2회 + 각 권역별 현지방문 4
회’가 1개 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이루어졌으며 마을을 대신하여 다른 마을에
대한 추가방문도 있었으므로 일부 부적정 횟수가 발생했더라도 현지방문은 전체
컨설팅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6)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전산처리비 9,830,500원의 부적정 지출로 처분
한 사항은 강원도 통계집 작성용역은 운영계획서가 예정하고 있는 용역범위 내
에 있는 일이며, 그 용역수행을 위하여 전산처리비(인건비) 계정 또는 명목으로

3) (기인정 138회+단순누락 5회)÷총24개소= 평균 5.9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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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통계집에 수록된 간접표준화사망률, 읍면동권역별 건강지표, 건강순위, 각 지
표별 읍면동 권역별 건강지도, 마을별 성과분석 등의 전산자료 분석을 행한 연
구원에게 지출되었으므로 전산처리비(인쇄비) 명목으로 그 본래 목적인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부당한 지출이라 할 수 없다.
3. 재심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요지는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처분내용이 강원도⊙⊙단의 사
전소명 절차 없이 결정되어 ‘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한 위탁사업의 보조금
정산 부적정 등으로 회수 처분한 금액(157,993,820원)에 대해

재심의 요청으로

추가 제출한 소명 증거자료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나. 인정사실
강원도⊙⊙단의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자료 확보는 강원도 ♣과에는 결과보
고서와 정산보고서가 없어 ★★협력단에서 보조금 지출시 증빙한 서류를 복사하
여 컨설팅 이행 적법여부 등을 조사 한 후 해당 시‧군의 확인을 통해 회수 금액
을 결정하였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과의‘16년부터‘18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보
조금 정산 시 실적보고서에 지출증빙서류와 결과보고서 제출없이 부적정하게 지
출된 ⊙⊙과 건강플러스사업 컨설팅비(129,283,320원), 허위증빙자료제출로 지출
된 전산처리비(9,830,500원),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출된 교육비(18,880,000원)를
회수 처분과 고발한 사항에 대해 재심의 신청으로 [표 2]와 같이 추가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2] 추가 소명 증빙자료 제출 내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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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분야

소명내용 및 증빙자료
‣ ⊙⊙ 컨설팅 개요와 컨설팅 횟수(6회) 충족여부에 대한 소명
- (결론) 현지방문횟수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지원단이 한 전체 보건소 컨
설팅활동을 감안하면 그 미비한 부분은 컨설팅의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므로 감사결과
에서 기인정 되었거나 단순 누락되었던 현지방문을 평균하면 6.0회/개소임을 감안 요망

‣ 건강플러스마을사업의 컨설팅 개요와 컨설팅 횟수(6회) 충족여부에 대한 소명 등
- (결론) 현지방문은 운영계획서가 지시하고 있는 “각 마을별 현지방문 2회+ 각 권역별 현
지방문 4회”가 1개마을을 제외하고 모두 이루어 졌으며, 다른 마을에 추가 방문이 있었고

컨설팅 부분

일부 부적정횟수가 발생했더라도 현지방문은 전체 컨설팅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고려

‣ 컨설팅 횟수에 대한 증거 제출 근거 자료
‧ (G 교수) ①건강플러스 마을 발대식 ②마을정기총회 ③처음 시행하는 마을의 주
민설명회 또는 지역진단보고 ④워크숍 ⑤타 시‧도 방문 ⑥교육 등을 컨설팅 또는
현지지도로 판단
‧ (H, I, J) 현지지도를 한 사항에 대한 기록일지를 감사기간 이후인 ’19. 6월중 작성
하여 각 시·군의 담당자 출장내역 또는 개인확인서 마을을 코디네이터의 확인서
자료 제출
‣ ’16~’18년 운영계획서의 세부예산 내역에는 전산처리비에 대해 “강원도 건강수준 분석,
홈페이지 제작, 유지, 건강플러스 마을 조사 분석, 마을별 성과분석에 사용하는
전산처리비
부분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2017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책자(강원도), 전산처리비와 관련한 전산자료 분석 수행
인력연구원. 실제 사용된 기본 프로그램 작성 성과물, 마을성과분석자료, 회계법인
감사(회계검증보고서)검증 보고서, 건강통계집 인쇄비 납품증명 및 기타소명내용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질의회신 답변 공문
＊ 회신요지: 1일 단가 8만원은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으로 시도 교육비 단가기준은 아니며

교육비 부분

기존 교육비 등은 강원도에서 신청하여 심의 승인을 거친 사항이므로 교육단가(12만원/일)
결정이 지침 위배는 아님

‣ 본 교육과 관련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련개발
원)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주체는 강원도이며 사업단은 교육계획에 따라 지출했음
※

강원도⊙⊙단 재심의 소명 제출자료 재구성(별첨 참조)

다. 관계법령
이 건 관계법령은 생략한다.
라. 판단
1 강원도감사위원회의 감사범위는 ｢강원도 감사 규칙｣ 제2조4), 제25조, 제
◯
4) ｢강원도감사규칙｣ 제2조(적용범위 등)이 규칙은 강원도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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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규정에 따라 ⊙⊙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과에 대한 보조금 정산에 관
한 감사로 관계 서류․장부 및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보조금 정산의 적정성 여부
를 검토하고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확인서”작성 및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
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강원도 ♣과에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시 충분한 소명의 기회 등을
주었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공문 시행시 재심 신청 안내를 하는 등 도 ♣과 감
사는 적법한 절차대로 이행하였고, 감사 결과 처분요구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출된 보조금을 회수 처분을 하였고, 사업비
를 부당 수령한 강원도⊙⊙단(G)에 대해 고발을 요구하였다.
다만 강원도⊙⊙단의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자료 확보는 강원도 ♣과에는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가 없어 ★★협력단에서 보조금 지출시 증빙한 서류를 복
사하여 컨설팅 적절 이행 여부, 교육비, 전산처리비의 지출 적법여부를 검토 한 후
해당 시‧군의 확인을 통해 최종 회수금액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신청이유 “(1항)”, “(2항)”은 이유 없다.
2 강원도 ♣과에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자에게 실적보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운영계획서 대
로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액
을 정산 확정하여야 했다.
그러나 강원도⊙⊙단이 정산자료로 제출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는 「보
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총액 3억원 이
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에 해당되므로 본 사업 정산시에는 불필요한
1. 도 본청,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처 2. 시·군 및 그 시·군에 소속되어 있
는 기관, 의회사무부서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및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단
체 4.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보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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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였으나, 강원도⊙⊙단은 검증보고서 제작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의 정산은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실적보고서와 지출증빙자료와 함께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제출해
야 했으나, 강원도⊙⊙단에서는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보고 규정을 위반하였고,
♣과는 이에 대해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정산 확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위탁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훈계와 징계를 처분하였다.
따라서 신청이유“(3항)도 이유 없다.
3
◯
보조금사업 예산편성은「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

준」또는 각 해당부처의 지침 등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보건
복지부 발행「지역사회 ⊙⊙ 안내서」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교육훈련비로 1일
단가 8만원 및 3일 기준으로 최소한 24만원의 교육비를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단에서는 강원도 내 교육과정을 승인받은 후 「지역사회 ⊙
⊙ 안내서」에 명시된 교육비 단가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등을 명시해 도
♣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1일 기준 8만원을 초과하여 2일 동안 교육을 하였음
에도 24만원의 교육비를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강원도⊙⊙단에서 소명자료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질의회
신5)을 통해 타 교육기관의 예를 들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였지만 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인 강원도
♣과에서도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부당청구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강원도⊙⊙단에서 소명한 14시간의 교육시간은 보건직의 필수 이수
5) 2.「2016년~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안내」사업예산편성기준 중 교육훈련비 편성기군에 기재된 교육비 1일단가
8만원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비 단가로 이는 보건소 교육운영비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이며, 시도 교육비
단가 기준은 아닙니다. ＊2016년~2019년 동일한 교육훈련비 편성기준을 적용해옴.
3. 또한, 교육 시행 전 강원도에서 교육내용 및 교육비 등을 기재하여 심의 승인절차를 거친바 있습니다.
4. 따라서 2016년~2019년 동안 귀 기관의 교육단가(12만원/일)결정이 ‘지침 위배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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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으로 2일 또는 3일간 14시간을 하였다면 24만원을 청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제시하였지만, 「⊙⊙안내서」에서 1일 예산편성기준을 8만원으로 명시
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이유 “(4항)”도 이유 없다.
4 강원도 ♣과에서는 ‘16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한 ⊙⊙과 건강플러스사
◯

업 컨설팅 보조금 정산 시 강원도⊙⊙단 운영계획서의 건강플러스 마을 관련 컨
설팅 운영계획 [표 3]에 따라 각 항목별 계약조건의 수행대상으로 ① ~⑥항까지
각각 운영계획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제출된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철
저히 검토하고 정산처리 해야 했으나, 강원도⊙⊙단이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
한 증빙자료 보완 요구와 정산검토 보고 없이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만으로 정
산하였다.
따라서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과에 129,283,320원의 보조금을 부적정
하게 정산‧확정하여 지출한 부분에 대해 회수 처분을 요구하였다.
[표 3] 건강플러스 마을 관련 컨설팅 운영 계획
강원도⊙⊙단 운영 계획

시군별 보건소 사업 컨설팅 운영 계획

지원단에서는 3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구성하여

㉮ 보건소별로 6회 이상 현지방문 하여 사업지도

밀착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여 ①지침서 개발 ②

㉯ 보건소 요청 시 지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강사

설문에 필요한 경비는 지자체 보건소 예산을 활

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 ㉰ 홍보물

용하여 1차 년도 참여마을에 대한 지역사회 진단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작성지원 ㉱ 컨설팅을 수

실시 ③현지방문 사업지도 ③-1마을별 현지방문

행하지 않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교수급 전문가가

2회 ③-2소지역별(4~5개 마을)로 4회 이상 현지

방문하여 사업을 일회성으로 자문 지도

방문 지도 ④-1건강위원회 회의록 점검 및 환류
6회 이상 ④-2코디네이터 활동 일지 점검 및 환
류 6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고 ⑤해당 마을 예산
을 활용한 주민교육 ⑥홍보물 디자인 및 콘텐츠
개발 작성을 지원

이에 대해 강원도⊙⊙단에서는 재심의 신청을 통해 소명자료로 위 [표 2]
처럼 건강플러스 마을 관련 컨설팅 운영 계획과 다르게 건강플러스 마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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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①~⑥항까지로 해석하고 각 항목별 수행한 사항을 전체 6회로 보고
추가 소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추가소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업단장인 G 교수의 경우 1년차 마
을의 지역진단보고, 각 마을의 기본 행사, 워크숍, 현지방문수당 300,000원이 지
급된 마을방문 등을 컨설팅 횟수에 포함시켰으며, 각 트레이너들은 감사 결과
통보 이후, 현지지도 등에 대한 시‧군 결과보고 자료 없이 새롭게 기록일지를 작
성하여 본인이 확인하거나 각 마을 코디네이터 또는 사업담당자의 개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리고 △△군 ◎◎면의 경우 건강플러스마을로 ‘17. 7월 지정되어 컨설팅
(현지지도) 횟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에도 주민조직 심화과정에 참석한 사항을
추가 자료(증거자료 1)로 제출하여 조건이 충족한 것처럼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
하였으며, 건강플러스마을 컨설팅 지원 ④항인 코디네이터 지원관련 세미나를
한 사항도(증거자료 2) ③항의 현지방문 마을지도 사업에 포함하여 제출하는 등
컨설팅 횟수 충족을 위해 각 항목별 사항이 각각의 위탁계약 조건임에도 회수
금액을 줄이기 위해 감사의 대상인 컨설팅(현지지도)의 횟수를 충족한 것처럼
소명하였으며, [표 4]와 같이 컨설팅으로 인정할 수 없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
하였다.
[표 4] 추가 소명자료 불인정 주요 내역
● (시) 시 자체 사업의 일환인“우리동네 건강고백 사업”에 참석한 사항을 컨설팅 한 것으로 제출
● (△△군) 강원도 ◍◍원에 교육을 온 건강플러스 마을 담당자를 불러 ▼▼(춘천 일원 식당 상호명)에
서 11:30분부터 13:30분까지 식사를 하면서 중동면 건강플러스마을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담당직원 확인서를 받아 보건소 컨설팅을 한 사항으로 소명자료 제출(증거자료 3)
● (시‧▽▽시) 지역보건의료계획6) 작성을 위해 용역 계약을 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회의(시 4회, ▽▽시 6회) ⊙⊙의 컨설팅 소명 자료로 제출하였지만 시‧군에서는 통합건강증
진 컨설팅을 한 사실은 없으며 각 지자체와 계약 체결한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증거자료 4)
＊(시) 계약금액 18,750천원, 기간 ‘18. 5. 21. ~ 12. 20. (▽▽시) 계약금액 19,450천원, 기간 ‘18. 5. 8. ~ 12. 7.

6) 보건복지부에서 4년마다 시행하고 과업명은 지역사회진단연구용역으로서 시군 자체에서 수행하거나 용역을 통해서
시행함. 과업의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현황조사 결과분석, 이전 중점과제 성과분석, 새로운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
략, 기타 보건의료 정책지원 등으로 약 7개월간의 과업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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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원도⊙⊙단의 컨설팅 시간은 주로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10시~13시
사이에 위탁보조금 중 업무추진비로 [표 5]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루어졌으며,
정산보고서 일부에는 회의사진은 없고 레스토랑 등에서 담당공무원과 식사도중
V자를 그리며 찍은 사진을 증빙자료로 첨부한 사실도 있다.
[표 5] 시·군 담당공무원 관련 식사비 지출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지출기간

사용횟수

지출금액

업무추진비

2016~2018년

40회

3,942,600

※ 확인서 내용 재구성

그리고 건강플러스마을사업은 감사기일 이후 당사자의 확인서를 제시된 사
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하였으며, 코디네이터 세미나는 건강위원회 회의록 점검,
환류 6회 이상, 코디네이터 활동 일지 점검, 환류 6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현장지도사항과 별개로 컨설팅 부분에서 제외를
하였고, 타 기관현장방문, 워크숍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운영계약서에
명시된 교육 관련 사항인 주민조직 심화과정 또한 별도의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감사이후 추가로 제출된 소명자료에서 건강플러스 마을관련 컨설팅
비용은 감사당시 정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되지 않은 권역모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보건소 컨설팅은 춘천시에서 확인한 강사비를 지출하지 않은
전체 직원관련 교육 1회만 인정하여 최종 회수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강원도⊙⊙ 관련 컨설팅비용 최종 회수 결정 금액
(단위: 원)
사업명

합계

건강플러스

보건소 ⊙⊙

당초

129,283,320

115,033,330

14,249,990

변경

125,855,600

112,522,270

13,33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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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용역 등 계약에 의한 사무에 있어 운영계약서를 지켰는지 여부는
당연히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사항이며, 건강플러스 마을 관련 사업은
강원도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며, 그에 따라 각 시·군에서 코디네이터를 선발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비, 출장비 등도 시·군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으므로
각 결과에 따른 보고서는 필요하며, 그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의 방향설정에도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된다.
또한 소명자료 중 ⊙⊙단장 급여의 경우 컨설팅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는 주
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강원도⊙⊙단 구성인력에는 10여명의 교수급 보건관련
전문 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컨설팅은 G교수 혼자서 컨설팅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건강플러스마을의 경우에도 2명 또는 1명의 운영인력(트
레이너)이 건강플러스 마을 컨설팅을 담당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당시 ⊙⊙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서도 문제가
되어 보건복지부에 건의되었고, ‘18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지역사회 ⊙⊙ 안내서」에서 상근인력(지원단장 및 총괄책임자)의 경
우 월 급여 체계로 변경토록 명시하였으며, 이는 지원단장에게 편중된 컨설팅
비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인력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강원도 ♣과에서는 「2018년도 ⊙⊙안내서」에서 급여 등의 문
제점이 있어 컨설팅 등 수당으로 지급하는 급여형태를 월급여로 변경하였음에도
위‧수탁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아 2018년도 기준으로 지원단장에게 지원되는 급여
액 중 38,031,870원을 초과한 110,192,000원이 지급되어 72,160,130원의 예산손실
이 있었다고 확인서에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신청이유 “(5항)”은 소명 증빙자료 중 컨설팅 이행으로 판단되는
소명자료 일부는 인정하여 회수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5 강원도⊙⊙단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전산처리비는 강원도건강수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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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홈페이지제작 유지, 건강플러스 마을조사 분석, 마을별 성과분석을 수행하도
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2013년도에 이미 제작되어 운영되었고 2015. 10월 이후
에는 홈페이지를 관리한 사실이 없었으며, 소명자료에 건강플러스 사업이 매우
성공한 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건강플러스에 대한 조사 등을 하여 분석‧평가한 객
관적인 자료가 없다.(증거자료 5)
그리고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 건강관련 지표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매
년 조사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각 권역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된 대학 등과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기금 및 시군비(50:50)를 편성하여 계약하였다.
강원도⊙⊙단장인 G교수는 영동권(6개시군)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용역을 시
행하였으며, 강원도의 조사용역 총괄을 맡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단장인 G교수가 분석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시‧군에
서 시행한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와 50페이지 정도 분량의 지역별 건강수준분석
이 추가되어 있지만, 도 및 각 시‧군에서는 발행책자를 받은 사실이나 배부 기록
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등이 건강수준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각 시‧군에서 시행한 용역7)의 자료를 강원도⊙⊙단에서 이용하려고
할 경우 시‧군 예산이 투자된 자료로 임의사용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발행인을
강원도⊙⊙단이 아닌 강원도와 대로 발행하였다.

7)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계약 현황(매년 시행)

시·군

계약금액(원)

시·군

계약금액(원)

시

52,468,000

◕◕시

44,726,000

▽▽시

52,674,000

◀◀군

51,054,000

◁◁시

52,556,000

군

51,6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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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협력단
(G교수)

결과적으로 소명자료로 제출한 지역사회건강조사관련 전산데이터를 살펴보
면 군 자료에서 18개 시‧군의 자료분석표를 볼 수 있으며, 타 기관의 용역사
업의 자료를 편집을 위한 전산처리비 사용은 인정하기 어렵다.(증거자료 6)
따라서 신청이유 “(6항)”도 이유 없다.

마. 소결
강원도 ♣과 강원도⊙⊙단 위탁업무 담당 및 실무자에 대한 경징계 및 훈계
요구는 유지한다.
다만, 회수 결정 금액 중 보건소⊙⊙컨설팅과 건강플러스 마을 컨설팅 부적정
지출금액 129,283,320원은 제출한 소명자료를 일부 인정하여 3,427,720원이 감액된
125,855,600원을 회수하고, 교육비 18,880,000원과 전산처리비 9,830,500원은 당초
처분금액을 유지한다.
그리고, 강원도⊙⊙단(G)의 사업비 부당수령 등에 대한 고발도 유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건 재심의신청은 일부 소명자료를 인정하여 「강원도 감사 규칙」
제36조의 제6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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