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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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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2006년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목】 인사위원회 승진심사 의결 부적정

【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최근 2년간 서면 승진심사 의결 : 10회, 44명(세부내용 : 붙임)
※ 4급 1명, 5급 6명, 지도관 1명, 6급 14명, 7급 14명, 기능6급 1명, 기능7급 3명, 기능8급 4명

2. 내

용

❍「지방공무원법」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임용 기준의 사전의결과 승진임용의 사전의결, 그리고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화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3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일시, 출석위원의 성명, 심의안건과 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되, 근속승진임용과 우대승진
임용, 명예퇴직, 공무원 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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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에 대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화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3조에서 근속승진임용 등 일정부분 서면심의를 허용한 것은 「지방
공무원법」제7조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이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시로 인사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발생하는 현실에 비추어 사안마다 외부인사위원들을 소집하여 실질심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어 근속승진임용, 우대승진임용, 대우공무원
선발 등 법령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판단여지가
없는 분야에 서면심의를 허용하여 인사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
로써 「화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3조에 의한 서면심의 대상이 아닌
승진심사 또는 공무원 충원 등의 인사위원회의 본질적 기능에 대하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함에도,
2005.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최근 2년간 총 10회에 걸쳐 4급으로 1명, 5급
으로 6명, 지도관으로 1명, 6급으로 14명, 7급으로 14명, 기능6급으로 1명,
기능7급으로 3명, 기능8급으로 4명 등 모두 44명에 대하여 승진심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승진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또한 서면심의를 하고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관련규정의 인사위원회 서면심의를 허용한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여 실질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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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7년 승진심사 의결현황

44명
총계

10회

(4급 1명, 5급 6명, 지도관 1명, 6급
14명, 7급 14명,기능6급 1명, 기능
7급 3명, 기능8급 4명)

10회

1

2005.10.05 ꋯ5급 ⇒ 4급 : 1명ꋯ

○

2

2005.11.17 ꋯ6급 ⇒ 5급 : 2명

○

3

ꋯ7급 ⇒ 6급 : 2명
8급 ⇒ 7급 : 3명
2005.11.18 ꋯ
ꋯ기능8급⇒ 기능7급 : 1명
ꋯ기능9급⇒ 기능8급 : 1명

○

4

ꋯ7급 ⇒ 6급
ꋯ8급 ⇒ 7급
2006.03.16 ꋯ기능8급 ⇒
ꋯ기능9급 ⇒

○

5

2006.07.27 ꋯ6급 ⇒ 5급 : 2명

○

6

ꋯ7급 ⇒ 6급 : 2명
ꋯ8급 ⇒ 7급 : 1명
2006.08.08 ꋯ기능7급 ⇒ 기능6급 : 1명
ꋯ기능8급 ⇒ 기능7급 : 1명
ꋯ기능9급 ⇒ 기능8급 : 1명

○

7

ꋯ지도사 ⇒ 지도관 : 1
2006.10.13 ꋯ8급⇒ 7급 : 2명

○

8

7급 ⇒ 6급 : 2명
2007.02.06 ꋯ
ꋯ8급 ⇒ 7급 : 2명

○

9

6급 ⇒ 5급 : 1명
2007.02.28 ꋯ
ꋯ7급 ⇒ 6급 : 1명

○

ꋯ6급 ⇒ 5급 : 1명
10 2007.06.26 ꋯ7급 ⇒ 6급 : 4명
ꋯ8급 ⇒ 7급 : 3명

○

: 3명
: 3명
기능7급 : 1명
기능8급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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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2】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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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7년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의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징계 혐의자
소속
○○○○과
○○○○센터
○○○○○○○과

2. 내

직급

비위내용

성 명

징계
요구양정

징계의결

경징계

불문(경고)

(‘07.4.2)

(‘07.4.11)
불문(경고)
※표창감경
(‘07.7.5)

음주운전
※가중처벌 ※표창감경
지방○○○급 ○○○
(혈중알콜농도 0.081%)
지방○○
○○사

○○○

음주운전
경징계
(혈중알콜농도 0.160%) (‘07.5.7)

용

❍「지방공무원법」제8조제1항 및 제55조,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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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화천군 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예규
제8호, 1998.4.1부터 시행)」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160%이상인 경우
에는 징계양정 중 ‘견책’을, 음주운전 재발 시에는 전차 요구양정의 직상위
문책기준을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과, ○○○○실)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 음주운전 행위는 반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벌의 대상이 됨과는
별개로 「지방공무원법」제55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에 저촉되는 관계로
공무원 사회의 질서유지를 규율하기 위한 징계벌의 대상이 되고, 2000.11.22.
행정자치부(복무16800-1529호)에서는 음주운전, 불량식품 단속 또는 환경
파괴사범 단속 관련 비위는 반공익사범으로 보아 징계감경을 금지하여 엄정한
징계제도를 확립하도록 통보한 바 있고, 2005.11.18. 강원도에서도 도내
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음주운전근절 실천계획’
(감사관-9452호)을 통보하면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2007.5.14.에는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감사관-3983호)을
통하여 단순히 사적인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사례의 경우 관용의 여지가
없으므로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관용적 차원의 의결을 지양하도록 한 바
있음에도,
- 2007.2.23.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81%)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
○○과 지방○○○급 ○○○에 대하여 2007.4.2. 징계요구권자인 화천군수
가 화천군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면서 비위내용이 2004.9.23. 음주로
인해 ‘훈계’처분을 받은 이후 재차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지방공무원
법」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같은 법」제69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징계”로 심의․의결 요구하였으나, 2007.4.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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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군인사위원회에서 위 ○○○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면서 부당하게 표창감
경을 하여 불문(경고)으로 의결한 사실이 있고,
- 또한, 2007.3.20.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160%)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센터 ○○○○○○○과 지방○○○○사 ○○○에 대하여도
2007.5.7. 징계요구권자인 화천군수가 화천군인사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면서
비위내용이「지방공무원법」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같은
법」제69조제1항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징계’로 심의․의결 요구
하였으나, 2007.7.5. 화천군인사위원회에서 위 ○○○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면서 부당하게 표창감경을 하여 불문(경고)으로 의결한 사실이 있으며,
- 위와 같은 관용의 여지가 없는 단순히 사적인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위원인 ○○○○과장, 위원회 간사인 ○○담당, 징계의결요구
주무담당인 ○○담당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도 형평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감경불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감경의결 함으로써
200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화천군 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에 따라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 등 3명과 비교해 볼 때,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심의․의결을 한 결과를 가져오는 등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관용의 여지가 없는 단순히 사
적인 이유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부당하게 감경의결을 하는 사
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 특히, 중점정화대상 비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부당하게 감경
의결을 한 때에는 재심사를 청구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로서의 사정의지를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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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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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2007년

【행정상

조치】 개선(권고)

【재정상

조치】

【제

목】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사업개요
- 위 치 : 화천군 ○○면 ○○리 일원
- 온천지구 지정면적 : 2,837,358㎡, 관광지 지정면적 : 762,649㎡
- 사업추진기간 : 1999～2006년(8년간)
- 총사업비 : 275,819백만원
② 추진경과
- 1990. 7.24. : 온천발견신고 수리(화천군, 신고자 : 서울 ○○○)
※ 온천수리공 위치 : 화천군 ○○면 ○○리 전 ○○-○번지(現 전 ○○-○0번지)
- 1992. 2. 7. : 온천지구 지정(강원도고시 제1992-14호)
- 1994. 6. 1.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면적 : 2,837,358㎡)
- 1996. 7. 2. :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농림․준농림지역 → 준도시지역)
- 1997. 9.27. : ○○ ○○관광지 지정(강원도고시 제1997-235)
- 1999. 5. 4. : 환경영향평가(한강환경관리청), 1999. 7월 : 재해영향평가(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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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 ○○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강원도지사)
시설면적(㎡)
구분

계

세부시설

부지면적(㎡)

24종

도로, 관리사무소, 오수처리장,
공공편익시설 배수지, 터미널, 공영주차장

비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762,649

62,470

·190,180

127,548

1,900

3,540

숙박시설

호텔(2), 휴양콘도미니엄(4),
여관(25)

131,800

28,720

121,350

상가시설

종합상가, 일반상가, 전문상가,
휴게소

41,000

10,600

20,200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운동오락시설 다목적운동장, 식물원, 상가(6),
기타(3)

93,300

5,970

8,490

휴양문화시설 온천보양원, 단체연수원,
종합온천장, 오토캠프 및 야영장

95,400

15,280

36,600

기

타

녹지시설

273,601

※ 온천지구 지정 전후 온천개발회사 내의 이해다툼과 소송, 자금동원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오다 2005년도에 ○○리○○○○추진위원회에서 개발회사 ○○건설
(주)와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음

2. 내 용
화천○○관광지는 1990. 7. 24.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화천군 ○○면 ○○리 ○
○-○번지 일대 지역으로서 1992. 2. 7. 온천지구(2,837,358㎡)로 지정 고시되
었고, 온천지구 중 일부인 762,649㎡를 1997. 9.27. 관광지로 지정받은 후
2000. 10. 18에는 강원도지사로부터 화천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지
역으로서,
화천군에서는 위의 지역을 1999년부터 2006년까지(8년간) 총사업비 275,819백만
원(민자 포함)을 투입하여 화천군과 토지소유주 조합 공동개발방식으로 온천수를
이용한 관광편익시설을 확충하고 국민보호 및 여가선용을 위한 국민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인과 온천지구내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리
○○○○추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래의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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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온천개발계획 미수립
❍「온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종전 2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우선이용
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의 채수계획, 온천원보호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온천원보호지구 중 온천이용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온천관리
계획 및 주변환경정비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
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1992.2.7. 강원도지사가 ○○온천(당시 ○○온천)
지정고시를 한 후, 화천군수에게 위 고시 내용을 통보(강원도 관광 30363-0106,
1992.2.8)하면서 온천법령과 기 시달한 온천관리 및 개발지침에 의하여
화천군이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온천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바 있고,
화천○○관광지에 대한 온천개발계획 수립권자는 원칙적으로 화천군수이고,
이러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
관계자인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를 포함한 온천원
보호지구내(또는 온천개발계획대상지내)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를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실행가능한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등 동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했음에도,
동 사업이 사업의 성격상 관 주도가 아닌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유로
온천지구 지정 이후 온천우선이용권자(온천발견신고자 ○○○,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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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리온천개발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제출
하도록 여러 차례 공문서를 발송하는 등 동 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하는데
그쳤고, 직접 입안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
하지 아니한 사실과 ○○리온천개발추진위원회 등 민간에서도 동 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자체 작성한 ‘○○○○개발계획에 따른 향후추진대책 검토’(화천군 문관
91710-522, 2003.5.14)에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기간(2003.12.31)내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을 촉구하고 있으나, 개발자의 재원능력부족 등 미온적
대처와 광범위한 사업 구상으로 막대한 투자비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들면서 그 대책으로서 개발자의 개발계획 미수립시 2004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하여 군 자체개발 및 민자유치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한
바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온천지구 지정고시일인
1992.2.7.부터 15년,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일인 2000.10.18.부터 7년여가
경과되었고, 온천개발계획 수립 전 추진예정이었던 교통영향평가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일인 1999.5월과 7월부터 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할 경우 재협의기한인 5년이 경과되어 다시금 영향평가를 실시
하여야 하는가 하면, 그간의 여건변동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에의 1일
적정양수량 조사 의뢰와 개발회사 변경 등과 연계하여 온천지구 지정범위
변경 및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사항 변경 등의 추진이 불가피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②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이후 치밀한 전략 마련 및 후속조치 미흡
❍「온천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한 이후에는 당해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고,
온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0.10.18. 강원도지사가 화천군수에게 ‘화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강원도 관개 91710-628, 2000. 10.18)에 의하면 승인조건 ‘가’목에 본
조성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관광진흥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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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목에 관광지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과 관련된
각종 민원 발생시에는 사업시행자인 화천군수가 책임 처리하여야 하며,
‘라’목에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고용 및 사업 참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므로
❍ 화천군(○○○○과)에서는 온천지구 지정 전후부터 온천개발의 지연사유가
되어온 개발회사의 이해다툼과 소송, 자금동원능력 부족 등의 사유가 일부
해소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으므로 온천관광지 개발방침 및 예산지원
범위(온천개발계획 수립비용, 기타 제반경비 등), 민․관 역할분담, 인․허가
등의 기간경과에 따른 사후조치 등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한 후,
동 사업의 이해관계자(화천군, 온천수리공이 있는 토지소유자, 개발추진위
원회, 개발회사 등)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중재 그리고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함에도,
- 감사일 현재까지 관광지조성계획 시행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2005년(일자미상)에 ○○리온천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건설(주)
과 화천○○관광지 조성사업(면적 762,649㎡)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양자
간에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동 위원회에서는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의 구성,
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을 약정당사자인 ○○건설(주)에서는 동 사업의 관리
및 시행, 개발에 따른 제반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온천개발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약정체결 시점으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합 구성 등의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는 상태이고,
- 2000년도에 승인받은 관광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2006.3.24. ○○건설(주)이
화천군에 제출한 ‘화천○○관광지 사업추진 일정 건’상의 온천개발계획(토지
이용계획)의 구상안을 비교해 볼 때, 토지이용계획의 면적증감(762,649㎡→
829,187㎡, 증 66,538㎡) 및 시설세부내용의 변동 등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화천군에서는 동 구상안을 중심으로 온천개발방향 및 개발범위, 사전검토
및 반영할 사항, 국․공유지 무상임대․매입에 관한 사항,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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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등 향후 행정절차 이행, 관련법령 검토 등에 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온천개발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는 등 미온적으로 온천개발업무를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도입시설 규모 및 내용〉
기 조성승인

변경 조성계획(안)

구 분

부지면적(㎡)

비율(%)

부지면적(㎡)

면적증감(㎡)

변경사유

계

762,649

100

829,187

증 66,538

공공편익시설

127,548

16.7

153,994

증 26,446

도로면적 증가

숙박시설

131,800

17.3

220,500

증 88,700

콘도, 일반숙박 면적 증가

상가시설

41,000

5.4

125,500

증 84,500

상가 면적 증가

휴양문화시설

95,400

12.5

148,600

증 53,200

워터파크 도입

운동오락시설

93,300

12.2

15,000

감 78,300

다목적운동장외 도입시설
삭제

녹지시설

273,601

35.9

165,593

감108,008

녹지감소(30% 기준미달)

- 또한,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서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하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문
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간 화천○○관광지 조성사업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온천개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온천개발의 자문뿐만 아니라 온천이용 공동급수방안 마련 등 자문
위원회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였을 것이나,
이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개발회사의 재원
확보와 조달능력 유무, 현재 구상중인 온천개발사업내용의 반영가능 여부
및 행정절차의 재이행 등 상당한 기간 소요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개발사업의
착수 및 완료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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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공동사업주체인 화천군(○○○○과)에서는 온천우선이용권자, 토지주로 구성된
온천개발추진위원회 등 온천개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천○○관광지
개발의지 및 개발재원 조달능력 유무 등 그간 추진되어온 온천개발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하여 자체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기관의 화천○○관광지 개발타당성 조사용역 의뢰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통하여 관광지 지정취소나 지정면적 축소여부 등을 포함한 온천
관광지 개발방향 등에 대한 재검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와 사전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과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13 -

【일련번호 : 4】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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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200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

목】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 보상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 개요(‘05~’08)
- 위

치 : 화천군 ○○읍 ○리 ○○번지

- 규

모 : 부지 1,144㎡(346평), 건평 1,244.76㎡(377평) ⇨ 지상3층

- 사 업 비 : 3,000백만원 (국비 2,100, 도비 450, 군비 450)
※ 부지매입 2,164백만원, 건축비 836백만원
② 지금까지 추진상황
- ‘05.11. 7 : ’05접경지역 지원사업계획 변경승인 (행자부 ⇨ 화천군)
- ‘05.11.14 : 토지․건물 감정평가결과 접수(평균 2,163,982,750원)
▪ ○○감정 : 2,161,895,800원(토지 1,716,000,000, 건물 445,895,800)
▪ ○○감정 : 2,166,069,710원(토지 1,716,000,000, 건물 450,069,710)
- ‘05.11.30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지.건물매입 등)
- ‘05.12.29 : 토지․건물소유자의 대출금(10억원) 변제 의사통보
(화천군 ⇨ 농협중앙회 중앙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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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1.20 : 토지․건물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 화천군), 소유권 이전
▪ 매매대금 : 2,163,982,750원(토지 1,716,000,000, 건물 447,982,750)
- ‘06. 1.23 : 대출금 대위변제 요청 (농협중앙회 중앙로 지점 ⇨ 화천군)
- ‘06. 1.23 : 계약금 및 대출금 대위 변제
▪ 계 약 금 : 432,796,550원(매매대금의 20%),
▪ 대출금변제 : 1,002,771,280원(원금 1,000,000,000, 이자 2,771,280)
- ‘06. 7.25 : 영업권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 접수(평균: 157,225,000원)
▪ ○○감정 : 155,760,000원, ▪ 경일감정 : 158,690,000원
- ‘06. 7.26 : 매매잔금 지급 및 세입자 영업권 보상계획 통보(화천군 ⇨ ○○○)
- ‘06. 7.28 : 영업권 보상금 고평가 이유로 수용불가 통보(계약서상 ○○○ 부담)
- ‘07. 5.23 : 건물 세입자에 대해 임대차기간 만료 통보(화천군 ⇨ 세입자 5명)
- ‘07. 6. 1 : 화천군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 제기(○○○)
③ 건물 세입 및 영업권 보상 감정평가 내역
○○○

○○○

○○○

○○○

○○○

(PC방,당구장)

(군장점)

(오락실)

(매점)

(화원)

422㎡

100㎡

132㎡

10㎡

7㎡

계약만료일

’08. 01. 25

’07. 07. 01

’06. 10. 10

’06. 08. 26

’06. 05. 31

영업권보상금

72,725천원

27,100천원

37,050천원

13,100천원

7,250천원

구 분
면

적

2. 내 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철도, 도로, 항만, 주차장 등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및 권리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액을 보상하고, 관계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 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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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제14조에서 제17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한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
하여 보상액의 산정 등에 대해서 성실히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같은 법」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8조, 제70조, 제77조,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
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입은 손실액에 대해서는「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공사착수 전에 개인별로 전액 지급하며, 또한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도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되,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
서는 별도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위 현황 ① ②의 내역과 같이, 접경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사업비 3,000백만원(국비 2,100, 도비 450, 군비 450)을 투자하여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개인소유의 기존 화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1,144㎡)와
부속건물을 매입하여 신규로 연건평 1,244.76㎡(지상3층) 규모의 ‘화천 공영
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행자부 승인)하기 위하여
2005.11.14. 화천군 ○○읍 ○리 ○○번지의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총 2,163,982,750원
(토지 1,716,000,000, 건물 447,982,750)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05.11.30 화천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협상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던 중 위 부동산 소유자 亡○○○(사망으로
妻 ○○○과 자식 등 6명 공동소유)의 子 ○○○이 2002.11.4. 춘천소재 농협
중앙회 중앙로지점에서 대출한 10억원을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우선 변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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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화천군에서는 2005.12.29.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 통보하고,
2006.1.20 토지 및 건물소유자 대표인 ○○○(亡○○○의 처)과 감정평가액인
총 2,163,982,750원(토지 1,716,000,000, 건물 447,982,750)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짜에 소유권을 화천군으로 이전한 후, 2006.1.23.
○○○에게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20%인 432,796,550원과 농협에 대출금
변제분으로 1,002,771,280원(원금 1,000,000,000, 이자 2,771,280)을 각각
지급하는 등 부동산매매 대금으로 총 1,435,567,830원을 선 지급하고 미지급
잔액으로 현재까지 728,414,920원이 남아 있으며,
계약금 등을 지급한 이후, 화천군에서는 매입한 건물에서 영업중인 세입자의
영업권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2006.7.6. ○○감정평가법인 등 2개 감정평가
기관에 영업권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157,225,000원(나라
감정 155,760,000, 경일감정 158,690,000)으로 통보(2006.7.25)됨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영업권 보상금을 前 건물소유자인
○○○에서 부담토록 통보하였으나, ○○○이 감정평가 시기 도과(2006.3월이
아닌 7월 실시)와 영업권 보상금이 고평가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이 어렵
다는 통보와 함께 2007.6.1. 화천군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대금 청구소송’ 을
제기함에 따라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이는, 공영버스터미널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과
영업권 보상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① 취득할 부동산 소유자 및 세입자들
에게 사업계획 설명과 보상 등의 협의절차를 서면으로 완료한 후, ② 감정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 및 세입자들과 개별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③ 마지막으로 보상금 지급과 더불어 세입자 퇴거 조치를 완료하는 등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관련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행정기관으로서의 공신력 실추는 물론, 민원야기와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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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입대상 건물 세입자와의 사전 보상협의 절차 미이행
❍ ‘화천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화천군에서는 본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사업시행 전에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주와 세입자들에게 서명을 받도록 함은 물론,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보상액 등에 대해서도
각각 개별 통지를 한 후,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
소유자 및 세입자들과 보상계약을 체결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착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위 현황 ③의 내역과 같이 2006.1.20. 사업예정 부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주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 내에서 영업 중인 세입자가 8명(현재
5명)이 있었고, 임대계약 만료기간도 2006.5.31.에서 2008.1.25.까지 남아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건물주와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폐업 또는 영업장
이동에 따른 영업권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세입자들을 대상
으로 사업계획 설명 및 보상대상 계획이 담겨진 토지 및 물건조서 등에 대하여
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보상계획 등에 대한 통보와 세부 협의절차 등을 서면으로 완료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세입자들을 배제한 채 건물소유주
(대표: ○○○) 하고만 당해 부동산 매매 및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과 퇴거
조치계획 등에 대해 협의절차를 부당하게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2006.1.20. 당해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총 2,163,982,750원(토지 1,716,000,000, 건물 447,982,750)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화천군으로 이전하고, 2006.1.23.
계약금 및 농협대출금 변제분으로 총 1,435,567,830원을 지급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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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과 법적 의무사항인 사전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건물 및 토지소유주 하고만 보상협의 등을 진행한 결과로 인하여
세입자들이 군정에 대한 불신과 과도한 영업권 보상(6억 5맥만원)요구, 이에
대한 요구 미수용 시 퇴거 불응 등 집단반발의 원인을 제공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행정의 공신력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② 세입자 영업권보상 등을 건물주 부담계약에 따른 문제야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에 의하면 공익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전세, 임대차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즉 화천 공영
버스터미널 사업시행자인 화천군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06.1.20. 부동산 매도자인 ○○○(갑)과 매수자인 화천군수(을)간 체결된
‘토지․건물 매매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총 2,163,982,750원으로 하며,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20%를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2006.2.28.까지 지불하되, 농협중앙회 춘천 중앙로지점에 ‘갑’ 의 차남
(○○○)이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원금, 이자)을 잔금에서 대위
변제하고, 최종 잔금수령시까지 터미널 사업 및 부대시설의 관리 운영권을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고,
- 특히,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갑’(○○○)은 ‘을’(화천군수)에게 2006.1.30.
까지 세입자 퇴거계획(세대별 인감증명 첨부 이행각서)을 제출하고, 2006.2.20.
까지 ‘갑’ 의 책임과 부담으로 상기 건물내 세입자를 퇴거조치 하되, 미퇴거 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권 등을 대집행하고 그 소요비용을 잔금 지급 시
공제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세입자들에 대한 영업권 보상문제는 관련법령에 따라 건물주(갑)가 아닌 사업
시행자(을)가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갑’이 2006.1.30.까지 세입자 세대별로 자진 퇴거하겠다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이행각서를 받아 ‘을’ 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2006.2.20.까지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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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부담으로 건물 내 세입자를 모두 퇴거 조치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을’ (화천군)이 하여야 할 법적인 책임사항
임에도,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배하여 이를 부당하게 ‘갑’ 이 이행하도록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 결국은, 이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사업시행자인
‘을’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을 ‘갑’에게 부당하게 전가하였다는 사항과 사전에
‘을’이 세입자들에게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추진과 관련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후 세입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영업권 보상금 문제 등에
대해 거센 반발이 계속되어 기한 내 세입자 퇴거조치를 이행할 수 없었고,
세입자들의 퇴거조치 만료시점인 2006.2.20.까지 영업권 보상과 관련한 감정
평가를 ‘을’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퇴거기한 보다
4개월이 지난 2006.7.25.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영업권 보상액이 157,225,000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2006.7.28. ‘갑’이 ‘을’의 감정평가 시기가 경과되었고, ‘갑’ 이
부담해야할 영업권 보상금이 과다하여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후,
2007.6.1. 이 모든 책임이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었으므로 당초 부동산매매
계약서상의 영업권 보상을 ‘갑’이 아닌 ‘을’이 책임져야 함은 물론, 부동산
매매잔금 728,414,920원을 1년 2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잔금과 잔급지급 완료시까지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매매대금 청구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을 ‘을’(화천군)을 상대로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화천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 하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화천군의
귀 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세입자들에 대한 영업권 보상금 157,225,000원과
잔금 728,414,920원 미 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공익사업을 하면서 관련법령에 의한
보상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처리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세입자들의 민원 및 소송까지 제기되어 군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20 -

【처 분 요 구】
❍ 각종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보상업무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 특히,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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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5】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화천군 ○○○○과
【시 행

년 도】 2005년~2007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내역
업소명

○○주유소

대표자

○○○

주

소

○○읍 ○리
179-4

시 료
채취일
‘05.12.26

○○면
○○○주유소

○○○

○○리

‘05.12.26

15-1

품 명
자동차용
경유
자동차용
경유

시료
번호
313
314

검사결과
※ 유사석유제품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10% 혼합
※ 유사석유제품

320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 15% 혼합

▪ 통보기관 :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지사(산업자원부 산하기관)
▪ 통보일자 : 2005. 12. 30
▪ 통보내용 : 위 2개 주유소의 위반내역 및 행정처분 결과 회신요청

- 22 -

② 위반통보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 위반사항 문서접수 : 2006.1.5 (과장까지 공람)
❍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계획 및 의견진술서 제출토록 통보 : 2006.2.6
(처분에 앞서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처분할 계획임을 명시)
❍ 위반자(2명의) 의견진술서 접수 : 2006. 3. 20 (담당자 전결처리)

2. 내

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5조제1항, 제27조, 제29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품질
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검사
기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위임)에게 통보
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제13조제1항제14호, 제39조,「같은 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별표1]의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2회 위반 시 4월, 3회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으 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1/2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제26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별표2]의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산정
기준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일반대리점은 6천만원, 주유소는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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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는 위반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금액의 1/2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하되, 과중한 자금부담이
초래되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특히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사업정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제25조제6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군수는 석유제품 등에 대한 품질결과, 품질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위반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 (인터넷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 통지
하여야 하며,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하되,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지사(횡성군 소재)에서는 지난
2005.12.26. 화천군 관내 13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사석유제품 혼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의 시료 28건을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화천군으로 통보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동검
28450-1069, 2005.12.30)에 따르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
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분을 각각 10%와 15%를 혼합하여 판매한 ○○읍
○리 ‘정원 주유소’, ○○면 ○○리 ‘○○○ 주유소’ 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 화천군(○○○○과)에서는 위 2개의 주유소 위반내용에 대한 문서를 접수한
즉시,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진술 또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처분결과를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통보
함은 물론, 전국에 공표(문서, 인터넷)를 하여야 함에도, 2006.1.5.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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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후 1개월이 지난 2006.2.6. 해당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계획 및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지연 통보한 사실과,
또한, 해당 당사자들로부터 2006.3.20 의견진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검토한 후 적정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향후
타 주유소들이 유사한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접수된 의견진술서를 업무담당자가 공람 처리만 한 후,
1년 6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결국은 불공정 거래행위 및 소비자 피해 조장,
또한 향후 유사한 위반사항 적발 시 민원발생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2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시기
바라며,
❍ 행정처분 후 위반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사항, 처분 내용을
대외에 공표하고, 향후 금번 지적사항과 같은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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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6】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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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2007년

【행정상

조치】 시

【재정상

조치】

【제

정

목】 전통 황토집 전수학교 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전통 황토집 전수학교 개요
- 위

치 : 지역내 폐교 활용(구 ○○분교)

- 운영주체 : 화천군인구늘리기범군민추진협의회
- 개교일자 : 2004. 1월 (2004. 6월 전수학교 1기 개강)
- 상근인력 : 교수요원 4명 (월보수 250만원)
- 교육대상 : 황토집 건축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수강생수(기수별) : 당초 10명 ⇒ 현재 40명
․ 교육기간(기수별) : 6개월 (분기별 수강생 모집)
- 추진상황 : 12․13기 교육중 / 14기 모집공고 중
- 주요실적 : 11기까지 총 191명 수료 (관내 정착 6명)
※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공공훈련시설 승인 : 2006. 2.

- 26 -

② 화천군인구늘리기범군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운영현황
- 구성인원 : 46명
․ 협의회장 화천군수, 사무총장 ○○○(민간인), ○○○○업무 ○○담당
- 구성일자 : 2003. 7. 22.
- 관련법규 : 없음 (화천군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일환으로 구성)
- 회원임기 : 별도규정 없음 (민․관․군 직책에 의한 자동승계)

③ 전통 황토집 전수학교 교수현황(감사일 현재기준)
(단위 : 천원)
성

명

주

소

임용방법

상근교수 4명

특별임용

건축목공기능사

위촉
(1년)

2,500/월

2004.4.19
(3년4개월)

8,350

합계
○○○ 춘천시
(교장) ○○○동

강사료

최초채용 퇴직충당금
(근무기간) (추정액)

자격면허

25,200

○○○

춘천시
○○동

건축목공기능사

“

“

2004.4.19
(3년4개월)

8,350

○○○

경기도
○○시

경력증명서
(동신건설-문화재부)

“

“

2005.9.8
(2년)

5,000

○○○

경기도
○○시

문화재수리기능자
(한식목공-대목수)

“

“

2006.4.10
(1년5개월)

3,500

○○○

대전
○○구

미확인

구두계약

미지급

2005.6.28
해당없음
~2005.9.6

④ 2007 협의회 예산현황(추정액)
(단위 : 천원)
합

계

의존재원(군비보조금)

자체수입

인건비

운영비

입학금

노동부훈련비

304,000

125,000

20,000

24,000

120,000

재원내역

교수 4명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30만원*20명 300만원*20명
*4회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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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15,000
치목비 및
이월수입

2. 내 용
❍ 화천군(○○○○과)에서는 전통 황토집 전수학교(이하 전수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수채용 및 기타 자금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화천군인구늘리기범군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민간
수탁자로 선정하는 등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① 전통 황토집 전수학교 민간위탁 등 부적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2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민간
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천군전통황토집전수학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하면 화천
군수는 전수학교의 교육훈련 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공공
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전수학교를 설립․운영
하면서 협의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토록 하였는바, 협의회(회장 화천군수)는
민간단체가 아닌 화천군수가 민․관․군의 대표들과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협의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의 민간수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2003.
12월 ‘전통 황토집 전수학교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절차 없이 전수학교를 협의회에 민간위탁 하는 등 관련규정에 위배하여
전수학교 위탁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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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수학교 교수채용 및 운영 등 부적정
❍「근로기준법」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협의회장)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휴일,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위 현황 표 ③과 같이 ○ ○(춘천시 ○○○동 거주)
외 3명을 전수학교 교수요원으로 채용하면서 자격요건 등 별도의 채용기준
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명시
된 근로계약의 체결 없이 협의회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방식으로 근로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 특히, ○○○(대전 ○○구 거주)의 경우는 전수학교 교수인 ○○○이 교통
사고를 당해 실습지도가 어려웠던 2개월 10일(2005.6.28~2005.9.6)간 위촉장
조차 받지 못하고 전수학교 교수로 근무하였는 바, 임금은 ○○○과 ○○○이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구두합의 하고 ○○○으로부터 일백만원을
받았으나, ○○○이 퇴직 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화천군수를 상대로
2006.5.2. 서울지방노동청춘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화천군은 서울
지방노동청춘천지청장의 체불임금(5,806,450원) 지급지시에 따라 2006.5.22.
○○○에게 미지급 강사료를 지급하게 되어 사실상 ○○○과 ○○○에게
강사료가 이중지급 되는 등 5,806천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또한, 협의회는 위 현황 표 ④와 같이 연간 304백만원(추정액)상당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무계획적으로 사용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금에 대한 정산절차도 미이행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이상 상근하고 있는 ○ ○외 3명에 대한 퇴직충당금(25,200천원상당)도
적립하지 않고 있는 등 민간위탁금 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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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전통 황토집 전수학교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강화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시기 바라며,
❍ 전통 황토집 전수학교 교수채용 시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함과 아울러 교수자격요건
등이 포함된 채용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30 -

【일련번호 : 7】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화천군 ○○○○원
【시 행

년 도】2005년 ~2007년

【행정상

조치】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의료기관 지도․점검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현황 (○ : 실시, × : 미실시)
의료기관명

2005년
2/4

3/4

2006년
4/4

1/4

계
○○의원

2/4

2007년

3/4

4/4

1/4

2/4

X

X

X

X

8개소
X

X

X

○○○의원

X

X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안함

○○의원

(개설 : 2007. 04. 11)

○

○○○의원

X

X

○

○

○

○

○

○

○

○○○의원

X

○

○

○

○

○

○

○

○

(재)○○○○의원

X

○

○

○

○

○

○

○

○

○○○○의원

X

X

X

X

X

X

X

X

X

○○○○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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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검진 현황 (○ : 실시, × : 미실시)
의료
기관명
계

방사선관
계종사자

○○의원

○○○

신고일자

용 도

정기검사
일자

건강검진
실시여부

일반

‘04.09.16.

X

〃

‘04.09.17.

미사용

일반

‘07.03.30.

8개소

○○○의원 ○○○
○○의원

장 치 명

○○○

○○○의원 ○○○
○○○의원 ○○○

진단용 X선 장치 ‘99.05.07.
〃
진단용 X선 장치
진단용 X선 발생기

‘97.02.05.
‘07.04.11.

골밀도 검사 ‘07.03.30.

진단용 X선 장치 ‘05.03.11. 촬영및투시용 ‘05.02.22.

○
○

〃

‘02.03.06.

일반

‘04.09.16.

○

〃

‘05.04.07.

〃

‘04.09.17.

미대상

(재)○○○
○○○
○의원
○○○○ ○○○
의원
○○○

〃

‘06.03.10.

〃

‘06.03.07.

X

〃

‘92

〃

‘05.11.01.

○

○○○○원 ○○○

〃

‘97

〃

‘05.11.01.

○

○○○ 진단용 X선 발생기 ‘07.01.29. 골밀도 검사 ‘07.01.23.

○

2. 내

용

❍「의료법」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제13조, 제16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하고,
티․엘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을
받고,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원)에서는 2005년부터 2007.8월까지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를
설치운영하고
․
있는 ○○읍 ○리 ○○번지 ○○의원 등 8개 시설에 대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방사선 관련 업무는 의료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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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안전관리 규칙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의료기관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화천군 소재 ○○의원 등 6개소의 의료기관중에서 ○○의원과 ○○○○ 의원은
2005년 2/4분기부터 2007년 2/4분기까지, ○○○의원은 2005년 2/4분기 및
3/4분기, ○○○의원과 (재)○○○○의원은 2005년 2/4분기에 방사선 피폭량
측정을 받지 않은데 대하여 개선을 위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과
○○의원과 ○○○○의원의 경우는 방사선피폭 증상의 유무, 방사선피폭증상이
있는 자는 그의 작업장소․작업내용․작업기간․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유무,
그 밖의 방사선에 의한 피폭증상에 대한 문진과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적
혈구수 및 백혈구수 그 밖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검사 등에 대하여
매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가 감사기간 중(2007.9.7)에 건강검진을
받는 등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의료법」제37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조속히 방사선피폭선량 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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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8】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화천군 ○○○○과
【시 행

년 도】 2004년 ~ 2007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

목】 산지전용허가․신고 구비서류 징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 내

산지전용 허가․신고(건)
계
허가
신고
94
80
14
30
26
4
37
31
6
20
17
3
7
6
1

공채매입(건/천원)
건수
금액
66
2,210
23
765
27
935
10
340
6
180

비고
공공목적
전용시
공채매입
제외

용

❍「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한 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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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5조제1항에는「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대상
분야는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건설기계 등록, 각종계약 체결(공사
도급, 용역계약,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2004년부터 2007.5.15.까지 총 94건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신고 사항을 처리하면서 공공목적으로 전용되는 28건을 제외한 66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허세 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 및 복구비
예치를 허가조건으로 하여 허가조건 충족시 허가증을 교부하였으며, 지역개발
공채 매입 금액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0,000원, 40,000원, 45,000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매입요구 한바 있으나,
- 산지전용의 허가는「산지관리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같은 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납부 및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3호에 의한 면허세 납부가 허가 조건이며,
- 지역개발공채 매입은「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제5조의〔별표1〕규정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이전등록, 건설기계 등록, 각종계약 체결(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계약)시에만 매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지전용허가·신고를 처리하면서「지방공기업법」제19조제3항1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지역개발공채 66건 2,210천원을 매입
토록 하는 등 산지전용허가·신고 관련 민원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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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산지전용 허가․신고」관련 민원업무 처리 시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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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9】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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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마라톤 대행금 미반환 등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마라톤 보조금 지원 현황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단위 : 천원)

대회경비내역
합

계 보조금

대행계약 체결내역

수입금

계약자

계약일 계약금액

비 고

○○문화제
90,000 136,608 90,000 46,608 (주)○○○ ‘06.4.12 60,000
조직위원회

② 2006년 江 문화 국제학술대회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합

교부결정일

계

보조금액

보조사업 내역

90,400

○○○○학회

2006.5.23

82,400

○○문화원

2006.7.24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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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국제학술
대회 개최비용
○○○○ ○○축제 국제학술
대회 개최비용
- 음향시스템 임대 7,000천원
- 운영요원 급식비 등 1,000천원

비

고

2. 내 용
❍「지방재정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화천군보조금관리조례」제11․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마라톤 대행금 미반환 등 보조금 정산 부적정
❍ 화천군(○○○○과)에서는 2006.6.4. 제5회 화천군○○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해

위 현황 ‘①’과 같이 2006.4.3. ○○문화제조직위원회에 90,000천원을

교부 결정하였으며, ○○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는 대회 추진을 위하여 2006.4.12.
(주)○○○과 60,000천원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대행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참가인원 3,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인원에 비례(1인당 20천원)하여
대행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는 마라톤대회에 2,474명이 참가한데 대하여 계약서
에 따라 10,520천원(526명)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은 채로 ○○○○과에 정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과에서도 정산서를 그
대로 공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마라톤 대회가 2006.6.4. 개최되었고, 이와 동시에 보조사업이 완료되
었으므로 관련조례에 의하여 지체 없이 정산서류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5개월이
지난 2006.11.2. 정산서를 제출받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② 2006년 ○○○○ ○○축제 江문화 국제학술대회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 화천군(○○○○과)에서는 ‘江문화 국제학술대회’ 추진을 위하여 ○○○○학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위 현황 ‘②’와 같이 2006.5.23. 82,400천원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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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였고, 원활한 대회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하였다면 대회
추진 보조사업자에게 당연히 추가로 교부결정을 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2006.7.24. ○○문화원에 위 학술대회 추진을
위한 장비임차료 및 일반운영비를 교부하는 등 변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집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에서는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으며,

- ○○○민속학회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보조금 집행 시에는 세제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보완하거나 부적정 지출에 대한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보조금 82,400천원 중 30,930천원을 간이계산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공람 처리하는 등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마라톤 대회의 대행 추진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당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행금을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시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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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0】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화천군 ○○○○실(○○기획단)
【시 행

년 도】 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 축제 관련 산천어 구입 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산천어 구입 현황 (당초)
(단위 ; 천원)
계 약 내 역
비 고
계약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수량
계약방법
합 계
291.000 30,000kg
기획관리
○○○○ ‘06.1.16 140,650 14,500kg
정책개발
공개경쟁
206(재료비) ○○○양식장 ‘06.1.13 150,350 15,500kg
예산과목

② 산천어 구입 현황 (추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합 계
보조금

계 약 내 역
계약자 계약일자 계약금액
수량
계약방법
291,000 30,000kg
○○○○양식장 ‘06.1.7
83,420 8,600kg
○○양어장 ‘06.1.7

(○○축제
○○수산
조직위원회)
○○수산

14,550 1,500kg

‘06.1.7 77,600 8,000kg
‘06.1.7 115,430 11,900kg

- 40 -

보조금

교 부

신청일

결정일

‘06.2.22

수의계약 보조사업기간 ‘06.2.22
‘06.2.13～3.13

2. 내 용
❍「지방재정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에서 제29조, 「화천군
보조금관리조례」제7조에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권자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에 의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적정한 사례가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 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기획단)에서는 ○○○ 축제와 관련하여 예산에 맞게 산천어 투입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부득이 산천어를 추가로 구입 시에는 적기에
예산대책을 수립하고, 보조금으로 집행 시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 위 현황 ‘①’과 같이 산천어 구입비로 당초예산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축제기간인 2006.1.7~1.30. 동안 산천어를 낚시장 등에 방류하고자 2006.1.12.
경쟁입찰을 통하여 30톤을 구입하였으나, 낚시터 입장객이 급증한다는 사유로
2006.1.27. 향토어종 방류사업비로 30톤을

추가 구입(보고당시 42톤 투입.

2006.1.23현재)하는 것으로 군수결재를 받아 투입하였으며, 이후 2006.2월에
산천어 구입비 재원확보 대책을 수립하면서 ○○축제보조금 250백만원을
전용하여 ○○축제위원회에 위탁하여 산천어 구입비를 지출토록 조치함에
따라, ○○○ 축제를 주관하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위 현황 ‘②’와 같이
○○○ 축제가 끝난 2006.2.22. 사업기간을 2006.2.13~3.13.까지로 하여
산천어 구입비 291,000천원을 보조금 교부신청한데 대하여 2006.2.22.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산천어 구입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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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축제위원회의 보조금 정산서를 확인 한 바, 산천어 구입계약에
따른 검수조서가 없어 산천어 투입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지출
서류에 의하면 예산에 편성된 3억원으로 2006.1.13. 산천어 구입계약을 체결
(당초예산에 의거 재료비과목에 편성되어 경쟁입찰로 구입분)하였음에도,
추가로 구입한 30톤의 산천어 구입 계약일이 2006.1.7.로 작성됨에 따라
산천어의 추가구입 계약시기를 확인 할 수 없는 등 회계서류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맞게 교부하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도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 축제와 관련하여 산천어를 구입․투입함에 있어 검수를 철저히
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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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1】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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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개발사업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후 수의계약 체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사업개요
o 사 업 명 : ○○1리 ○○개발사업
o 위

치 : ○○읍 ○○1리 마을

o 사 업 량 : ○○○○회관외 9종
o 총사업비 : 1,376,853천원 (도급 1,280,398천원, 관급 96,455천원)
② 도급설계내역 (전체분)
(단위:천원)
공 사 별

설

계

금

액

계

1,280,398천원 (1차년도 660,990천원 + 2차년도 619,408천원)

토목․건축공사

1,087,130천원 (1차년도 638,440천원 + 2차년도 448,690천원)

전 기 공 사

168,520천원 (1차년도

22,550천원 + 2차년도 145,970천원)

통 신 공 사

19,507천원 (2차년도

19,507천원)

소 방 공 사

5,241천원 (2차년도

5,24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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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집행내역 (전체분 : 계속사업)
공 사 별

계약체결일

계

설계금액

(단위:천원)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

1,280,398 1,018,236

토목․건축전기공사
․
2006.05.08

1,255,650

통신공사

2007.04.30

19,507

소방공사

2007.05.03

5,241

996,500 수의계약 ○○○○○조합
16,967 관내입찰 (주)○○엔지니어링
4,769 수의계약 (주)○○

2. 내 용
❍「전기공사업법」제3조, 제4조,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8조에서 전기
공사는 ①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②긴급을 요하는 공사
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또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도지사에게
등록한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률」제9조 및「같은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산촌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 ○○1리 ○○개발사업 마을조성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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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1,376,853천원(국비 963,797천원, 도비 206,528천원, 군비 206,528천원)을
확보하여 2006.4.4. 토목․건축공사 1,183,585천원(도급 1,087,130천원, 관급
96,455천원), 전기공사 168,520천원, 통신공사 19,507천원, 소방공사 5,241천원
으로 해당 업종별 설계를 분리하여 2개 년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계약 체결을
○○과에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과에서는 2006.5월(일자불명) 위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개별법령인「전기공사업법」에서 전기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 (설계금액 168,520천원)부분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하여 경쟁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에 의한
통신공사와「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에 의한 소방공사는 개별법령에 따라
설계서에 의해 분리하여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전기공사에 대한 계약은 개별법령인「전기공사업법」에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의무사항을 위배하여「지방계약법」,「산림조합법」만을
적용하여 ○○개발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 및 대행하게 할 수 있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만 판단하고, 토목건축공사
․
부문에 공개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부문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2006.5.8. ○○○ ○○
조합(대표 : ○○○)과 ○○1리 ○○개발사업(토목, 건축, 전기)을 총 계약금액
996,500천원(전기공사분 155,130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 ○○조합에서는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2006.4.29. 위 전기공사를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사 ○○○을 2006.5.1부터
2008.4.30까지 2년간 임시직으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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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
하시기 바라며,

❍ 특히, 개별법령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를 이행하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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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2】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 관 ․부 서 명 】 화천군 ○○과
【시 행

년 도】 2005년~2006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간동 ○○호(○○○~○○○)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발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전차공사 발주현황
o 공 사 명 : ○○○~○○○ (간동 ○○호선) 도로 확․포장공사(2공구)
o 공 사 량 : 도로확장 L=2.380km
o 설계금액 : 106,725천원 (도급액 91,053천원+관급액 15,672천원)
o 공사기간 : 2003.4.7~2005.11.17
o 계 약 자 : (주)○○ (대표자 : ○○○)

② 금차공사 발주현황
【설계용역 발주】
o 용 역 명 : ○○○~○○○ (간동 ○○호선) 농어촌 도로 실시설계용역
o 과업 규모 : 도로 확포장 L=1.1km (B=8.0m)
o 계약 금액 : 27,900천원
o 계약체결일 : 2003.10.9 (납품일 : 2003.12.21)
o 계약상대자 : (주) ○○기술단
o 설계도서 납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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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개요
- 토 공 : L=900m (B=8.0m)〔흙깍기 2,902㎥, 흙쌓기 3,394㎥, 순성토 262㎥〕
- 배수공 : L형측구 313.0m, V형측구 465.0m, 횡배수관 80.0m, 집수정 6개소
- 구조물공 : 반중력식옹벽 L=80m
- 포장공 : 표층 63a, 기층 63a, 보조기층 2,278.0㎥ 동상방지층 2,775.0㎥ 등
② 총공사비 : 642,557천원 (도급 512,160천원, 관급 130,397천원)
【1차분 공사 발주】
o 공 사 명 : ○○○~○○○ (간동 ○○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차)
o 공 사 량 : 도로 확․포장 L=0.90km (B=8.0m)
- 토공 : 1식, 배수구조물공
․
: 횡배수관 L=71.3m, 맹암거 L=440m, 옹벽 L=80m
o 설계금액 : 150,000천원 (도급 136,517천원, 관급 13,483천원)
o 계약금액 : 110,634천원 (계약일자 : 2005.5.3)
o 공사기간 : 2005.5.6~2006.3.1(준공기한 변경 2006.8.28, 실제준공 2006.6.28)
o 계약방법 : 수의계약 (하자 불분명)
o 계 약 자 : (주) ○○ (대표자 : ○○○)
【2차분 공사 발주】
o 공 사 명 : ○○○~○○○ (간동 ○○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차)
o 공 사 량 : 보조기층 포설(L=1,086㎥) 및 아스콘 포장(A=65.62a)
o 설계금액 : 319,110천원 (도급 207,620천원, 관급액 111,490천원)
o 계약금액 : 176,377천원 (계약일자 : 2006.6.8)
o 공사기간 : 2006.6.12~2006.8.20(준공기한 2006.8.20, 실제준공 2006.7.31)
o 계약방법 : 수의계약 (작업상 혼잡)
o 계 약 자 : (주) ○○ (대표자 :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2006.1.1.이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제9조,「같은 법 시행령」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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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쳐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제77조에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률」제24조 및「같은 법률 시행령」제78조에서 공사․용역․운송․보관
또는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며,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2005.12.30.이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Ⅳ.에 3. 적용) 제16조의 규정에서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상․하수도 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
공사는 하자사유가 경미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로 추진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간동 ○○호
(○○○~○○○)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자 화천군 ○○면 ○○리 일원에
총연장 L=0.90km(B=8m)로 하여 실시설계용역을 2003.10.9. 계약금액 27,900천원에
(주)○○기술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2003.12.21. 위 설계서를 납품 받았는데,
위 설계서에 의하면, 동 공사는 토공이 L=0.90km (B=8.0m)로 흙깍기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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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쌓기 3,394㎥ 순성토 262㎥이고, 배수공은 L형측구 313m, V형측구
465m, 횡배수관 80m, 집수정 6개소이며, 구조물공은 반중력식옹벽 L=80m를
신설하고, 포장공은 표층 63a, 기층 63a, 보조기층 2,278㎥ 동상방지층
2,775㎥로 하여 부대공사 1식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는
642,557천원(도급 512,160천원, 관급 130,397천원)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는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전체 물량으로 발주하여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장기계속공사 등으로 발주하여야 했다.

그런데, 2005.3.23. 간동 ○○호(○○○~○○○)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
서 납품된 설계서에 의하여 전체공사로 발주하지 아니하고 1차공사와 2차공
사로 사업량을 분할하여 1차공사는 도로 선택층, 부대시설 (횡배수관 71.3m,
맹암거

L=440m,

반중력식

옹벽 80m,

선택층 922㎥)로

도급설계금액

136,517천원에 설계서를 작성하였고, 2차공사는 보조기층포설과 아스콘포장
을 L=0.90km로

도급설계금액 207,620천원에 설계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

법으로 이를 각각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① 이와 관련 위 공사 중 제1차분 공사인 간동 ○○호선(○○○~○○○) 도로
확․포장공사(1차)를 발주하면서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전차시공업자와 수의계
약으로 발주하였는데,
전차공사인

간동

○○호

(○○○~○○○)

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3.3.31. (주)○○과 364,127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L=2.380km 도로 확
장공사를 시행하여 오던 중 2004.11.11. 동 공사에 서로 다른 농어촌 도로
노선인 간동 ○○호(○○○~○○○) 도로 확․포장공사의 공사물량인 토공(V형
측구인 도수로 465m) 및 배수공 (종배수관 51m)을 이 공사에 설계변경을 통
해 85,836천원을 증액하여 발주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2005.3.23. 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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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
(1차)를 금차공사로 발주하면서 전차공사인
간동 ○○호(○○○~○○○) 2공구 도로 확장공사와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하다
는 이유로 수의계약평가표(기술사항평가표)를 작성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
도록 하였다.
그러나,「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조달청)」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축제, 하천호안, 도로포장, 상․하수도 접합, 조경, 준설, 토공
등 이와 유사한 토목공사는 하자사유가 경미하거나 하자보수가 용이한 공사로
보아 수의계약사유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 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수의계약평가표(기술사항평가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2005.3.24. 하자사유를 들어 공사 규모비를 평가하여 평점 70점으로 기술사항
평가표를 작성하고, 이를 ○○과에 수의계약을 요청하여 2005.4월(일자불명)
일반사항 평점 29.5점을 합산하여 총 평가점수 99.5점으로 수의계약을 추진
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결정하여 2005.5.3. 전차시공업자인 (주)○○과 110,634
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② 또한, 2006.5.22. 제2차분 공사인 간동 ○○호선 (○○○~○○○) 도로 확․포장
공사(2차)를 발주하면서도 전차공사인 간동 ○○호선(○○○~○○○) 도로
확․포장공사(1차)와 작업상 혼잡도가 발생된다는 수의계약사유를 들어 2006.6.8.
전차시공업자인 (주)○○과 176,377천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는데,
이는 차수별로 별도의 공사로 발주하면서 1차공사의 경우 도로 선택층과 부대
시설 (횡배수관 71.3m, 맹암거 L=440m, 반중력식 옹벽 80m, 선택층 922㎥)만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서를 분할하여 발주하였고, 2차공사의 경우는
L형측구(L=843m), 보조기층포설(V=1,086㎥)과 아스콘포장(V=65.62a)을 시공
하는 것으로 사업량을 분할하여 설계서를 작성, 발주함으로써,
0.90km의 소규모 도로 확․포장공사 금차공사인 ‘간동 ○○호선(○○○~○○
○)도로 확․포장공사(2차)’와 전차공사인 ‘간동 ○○호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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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포장공사(1차)’가 작업상 혼잡도가 발생되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특히, 공사량을 임의로 분할하여 설계를 함으로써 토공(흙깍기, 흙쌓기, 순성토),
배수공(L형․V형 측구, 횡배수관), 구조물공(옹벽)을 1차분 공사로 먼저 발주
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포장공(표층, 기층,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부대공사를
2차분 공사로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택층과 배수관 암거의 확장공사와
보조기층포설과 아스콘포장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여 작업상의 혼잡도가 발생
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위 ①항~②항과 같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간동 ○○호(○○○~○○○)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단일회계연도에
시설공사비 예산이 모두 편성되지 않고 일부분만 편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사량을
임의로 분할 설계하여 발주하였으며,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하자불분명의 사유는 수의계약 평가대상에서 제외
하고 경쟁 입찰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수의계약평가서를 작성
하여 이를 근거로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한 사실과,
또한, 확장공사와 포장공사를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작업상의 혼잡도를 사유로
들어 전차시공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간동 ○○호
선(○○○~○○○) 도로 확․포장공사 발주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각종 공사계약을 집행할 때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
하시기 바라며,
❍ 특히,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 또는
공사량을 임의로 분할하여 이를 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평가한 후, 수의계약
으로 발주하는 등의 동일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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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3】 신분상조치 ○명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과
【시 행

년 도】 2003년~2007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추 징

【제

159,103천원

목】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농지법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

( 단위 : 원)

년도별

건 수

필 지

부과세액

합 계

138

189

159,103,830

2003

45

62

37,875,810

2004

45

62

44,513,230

2006

48

65

76,714,790

비 고
․ 총인원 48명
․ 총필지 65필지
※ 인원내역
- 03~04년: 45명 (동일인)
- 06년 : 48명(기존45명+추가3명)

2. 내 용
❍「농지법」제10조, 제1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당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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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농림부 예규
제219호, 2002.10.9)」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농업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한 처분대상농지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 결정, 농지
처분 의무통지,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체납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실시를 하는 등 처분대상농지 관리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바,
이와 관련 2003년 ~ 2006년도까지 농지처분 명령을 미이행한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48명의 65필지에 대하여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상기 현황과 같이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 등 45명 62필지에
대하여는 2002년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시 ○○구 ○○동
○○-○)외 2명에 대하여는 2005년도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이후
에는 농지법 등에 의한 농지 소유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이행
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와 관련 부가적으로 159,103,830원
(2003년~ 2006년)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는 등 농지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2003~2006년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48명 65필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 159,103천원을 부과․추징하시고,
❍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당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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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4】

監査結果 處分 要求書
【기관 ․ 부서명】 ○○과
【시 행

년 도】 2003년~2007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추 징

【제

45,631천원

목】 취득세 부과 ․ 징수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①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취득세 중과세분 추징대상 현황
(단위 : 원)
납세
의무자

과 세
물 건
상 호 명

합 계

4건

○○○

○○(유흥주점)

추징할 세액
취득일
소재지

계

취득세

농특세

30,770,630 27,973,320 2,797,310
○○면 ○○리
´03.04.03
○○-○

288,550

262,320

26,230

(주)○○○○
○○면 ○○리
○○(유흥주점)
´07.02.16 20,665,440 18,786,770 1,878,670
○○-○
○○
○○○○○
○○면 ○○리
○○○
´05.11.01 4,587,420 4,170,390
417,030
○○-○
(유흥주점)
○○○

○○(유흥주점)

○○면 ○○리
´05.06.03
○○-○

5,229,220

4,753,840

②. 상속 누락분 취득세 추징대상 현황 : 17명, 14,861천원
※ 세부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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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380

2. 내

용

①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취득세 중과세 부과 누락
❍「지방세법」제112조2항 제4호와 제11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1,000분의
100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이 된 경우는 세율
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 요건으로는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
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상기 현황 ‘①’과 같이 ○○○ 등 3명이 취득한 유흥주점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일반세율인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처리를 한바 있으나,
상기 과세물건에 대하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유흥접객원이 고용된 사실과 객실
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이상되는 등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위 과세물건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 시 1,000분의 100인 중과세율로 적용하여
취득세(농특세 포함) 30,770,630원을 추징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②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지방세법」제16조 및 제105조제9항,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
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자진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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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과)에서는 상속인이 상기 현황 ‘②’와 같이 ○○○ 등 17명이
과세물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자진신고 납부
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14,860,98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세 누락된 고급오락장 및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21건, 45,631
천원에 대하여 과세예고를 거쳐 즉시 추징하시기 바라며,
❍ 향후,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사망자 및 상속
인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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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취득세 누락내역
(단위:원)
연
번

물건소 본번 부번 부과 면적(㎡)
재지
대상

성명

취득일
(사망일)

과세표준액

합계

계

본세

본세가산세

농특세

농특세
가산세

14,860,980 10,463,770 3,208,840 1,046,320 142,050

1

○○읍
○○
○○리

○

건/ 46.5600 ○○○ 20060516
토

9,020,000

268,160

180,400

51,720

18,040

18,000

2

○○면
○○
○○리

○

건/ 49.6000 ○○○ 20031001
토

1,071,360

48,840

21,420

4,280

2,140

21,000

3

○○면
○○
○○리

○

건물 96.3000 ○○○ 20060327 24,267,000

685,130

485,340

146,410

48,530

4,850

4

○○면
○○
○○리

○

건/ 94.4000 ○○○ 20060511 43,000,000
토

1,201,930

860,000

247,330

86,000

8,600

5

○○읍
○○
○○리

○

건물 76.4100 ○○○ 20060111 51,172,000

1,468,720

1,023,440

332,710

102,340

10,230

6

○○면
○○
○○리

○

건/ 27.0000 ○○○ 20061231
토

7,706,696

204,720

154,130

33,640

15,410

1,540

7

○○읍
○○
○리

○

건/ 76.2000 ○○○ 20060304 11,400,000
토

323,440

228,000

70,360

22,800

2,280

8

○○읍
○○
○리

○

건물

58.11 ○○○ 20060304

164,470

115,950

35,780

11,590

1,150

9

○○읍
○○
○리

○

토지

38.0

○○○ 20060304 63,794,500

1,809,950

1,275,890

393,730

127,580

12,750

10

○○면
○○
○○리

○

토지

608

○○○ 20040901

6,688,000

211,840

133,760

63,380

13,370

1,330

11

○○읍
○○
○리

○

토지

784.0 ○○○ 20060324

7,220,640

203,940

144,410

43,650

14,440

1,440

12

○○면
○○
○○리

○

토지 2248.0 ○○○ 20031226

9,554,440

250,300

191,080

38,210

19,100

1,910

13

○○읍
○○
○리

○

토지

106.4 ○○○ 20061008 65,100,000

1,762,250

1,302,000

317,030

130,200

13,020

14

○○면
○○
○○리

○

토지 1642.5 ○○○ 20060113 197,446,745

5,664,720

3,948,930 1,281,420

394,890

39,480

15

○○읍
○○
○○리

○

토지 4440.0 ○○○ 20050311 15,540,000

474,170

310,800

129,190

31,080

3,100

16

○○읍
○○
○○리

○

토지

22.0

○○○ 20070107

2,153,800

57,590

43,070

9,300

4,300

920

17

○○면
○○
○○리

○

토지

136

○○○ 20061028

2,257,600

60,810

45,150

10,700

4,510

450

5,78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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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5】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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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2007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제

목】 ○○○ 토마토 선별장 건립 및 기부채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o ○○○토마토선별장 건립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산소재지

부지면적 연면적 사업기간

○○면 ○○리 10,865
2005.9.
1,877.6
○○-○, ○○-○ (군유지)
~2007.2.

사업비
2,200
-국 560
-군 1,570
-자 70(농협)

용도

사업방식

토마토 민간자본
선별장 보조사업

보조
사업자

준공일

소유권
보존

○○○
연합 2006.6.16. 2007.3.27.
○○회

o 기부채납 현황
재산의 표시
건물(1,877.6㎡)
- 시가표준액 610,078천원

기부채납자 기부채납일 소유권이전

○○○○○ 2007.4.20. 2007.6.25.
○○회
(화천군)

기계설비, 부대시설, 비품일체
<기부채납 조건>
①기부채납한 재산을 ○○○○○○○회에 무상사용 허가

기부채납 사전절차 이행
토지사용승인

관리계획

2005.9.23.
군유지 무상
사용허가

2007.6.18.
의회의결
(사후승인)

②○○○○○○○회가 제3자인 ○○농협에 전대하는 것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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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부채납 추진경위
- ○○○○시설(APC)신축추진위원회 회의 : 2005.8.30.
- 토마토선별장건축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05. 9.
- 군유지 무상사용 허가(건물 신축시 무상기부채납 조건) : 2005.9.23.
- 하천점용(토석채취)허가 : 2005.9.29.
- 토마토선별장 신축 사업계획서 제출(○○○○○○○회) : 2005.10.10.
- 부지조성 관련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협의 : 2005.10.11~10.12.
- 선별장 공사 착공 : 2005.11.15.
- 토마토선별장 건물 준공식 : 2006.6.29.
-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등록(대표이사 ○○○) : 2006.12.14.
- 신축 건물 소유권(○○○○○○○회) 등록 : 2007.3.27.
- 기부채납 수용계획 수립 : 2007.4.16.
- 기부채납(증여) 계약체결 : 2007.4.2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 2007.6.1.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기부채납 수용) : 2007.6.18.
- 소유권 이전(○○○○○○○회 ⇒ 화천군) : 2007.6.25.

2. 내 용
화천군(○○○○과)에서는 영세적이고 수작업 위주의 농산물유통시설구조를
현대적이고 능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화천군 ○○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농가의 지원사업으로서 2005.9. ○○○ 토마토 선별장 건립을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총 사업비 2,200백만원을 ○○○○○○○회에 민간보조금
으로 지원하여 건물을 신축하게 한 후, 군에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
토마토 선별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① 기부채납 사전 절차 등 이행 부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제7조 및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5조, 제12조 및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당해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며,

- 60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주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등)․처분 등으로 시․군의 경우 1건당 취득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이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총사업비 2,200백만원인 토마토선별장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재산의 기부채납의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채납결정 또는 착공이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위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부채납을 결정(2005.9. 군수결재)하였고,
2005.9.23. 건물신축을 위하여 군유지 3필지(10,865㎡)를 무상사용승인 허가
하여 2005.11.15.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건물이 준공된 후 2007.6.18.
에서야 공유재산관리계획(기부채납 수용)을 군의회에서 사후승인 받는 등 기부
채납 관련 선행절차 이행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② 기부채납 결정 등 부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제17조,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5조에서 제17조 및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기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재산과 사권설정이 된 재산은 채납을 해서는
아니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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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
용도에 사용하는 재산, 즉 공용재산(청사․관사용 등), 공공용재산(도로․공원․하천
등), 기업용재산(상수도․지하철 등)에 한하여 기부채납이 가능하며, 공유재산
에는 사권설정이 금지되므로 건물 등 기부시 준공과 동시에 채납하여야 하고,
기부채납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하고, 기부채납
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비․지방비 등의 지원액은 공제
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부자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건이 수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 토마토 선별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2005.8.30.
○○○○○○○회의 회원, ○○○○○○○○지소(이하 “○○농협”이라 한다)
직원 1인 및 화천군 ○○○○과장(現 ○○○○과장)으로 구성된 가칭 ‘○○
○○시설(APC)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토마토선별장 건립사업
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05.9.(일자불명) ○○○○○○○회에 민간자본보조로 총 사업비 2,200백만원
(국비 560, 군비1,640)을 지원하여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받는 것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토마토선별장건축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05.9.23. 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회에 군유지 3필지(○○면
○○리 246-4, 246-5, 246-2)를 무상사용 하도록 사용승인을 하였는데,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
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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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전혀 없는 위 사
업의 경우 군에서 전액 재원을 부담하고 사업완료 후 군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서 민간자본 형성을 목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성격이 아닌 바,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
한데도 부당하게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고,

❍ 행정재산을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국비 및 군비에 해당
하는 보조금은 제외하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한 재원으로만 사용료를 산정하
여야 하는 바, ○○○○○○○회의 경우 사업비 전액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기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래에 군에서 행정재산 용도로
사용할 재산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기부채납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화천군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재산을 ○○○○○○○회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가 무상사용승인 받
은 재산을 제3자인 ○○농협에 무상으로 전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수용하였으며,
보조사업자는 ○○○○○○○회인데 ○○○토마토선별장 건립을 위한 “○○
○○시설(APC)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제3자인 ○○농협을 참여시키므
로서 보조사업자가 아닌 ○○농협으로부터 부족한 사업비 일부(70,000천원)
를 부당하게 지원받았고, 궁극적으로는 ○○○토마토선별장에 대한 무상운영
권을 편법적으로 ○○농협에 주려한 사실이 있다.

❍ 또한, 공유재산에는 사권설정이 금지되므로 건물 등 기부시 준공과 동시에
채납하여야 하고, 소유권 또한 마땅히 화천군으로 하여야 함에도, 준공된 건물
(1,877.6㎡)에 대하여 준공 즉시(2006.6.16.) 소유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내부설비(토마토선별시스템 등) 설치를 이유로 미루어 오다가 2007.3.27. 보조
사업자인 ○○○○○○○회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게 하였고,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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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4.20.)의 방법을 이용하여 화천군에서 다시 소유권을 이전(2007.6.25.)
받는 등 취득재산의 등기․등록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감사기간 중 ○○○ 토마토 선별장의 관리․운용실태를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부채납을 받은 시점인 2007.4.10.부터 토지 및 건물(시설물 포함)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승인 허가를 한 후 사용하게 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자도 아닌
제3자인 ○○농협이 준공시점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하는 등 공유재산 기부채납을 관련법령에 위배
하여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기부채납의 결정시에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면밀히 검토․결정함과
아울러, 기부채납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
연찬 및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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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6】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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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6년~2007년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감액 8,974천 원

【제

목】 ○○ 생활체육공원조성(인조잔디구장)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천원)

(계약일자)

수

급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인조잔디구장 1식
○○ 생활체육공원 ꋯ
ꋯ울타리공
(휀스) 931,510 ~‘06.11.22
)○○
조성(인조잔디구장)
‘07.10.5 (주개발
117
경간
공사
(‘06.11.20)
ꋯU형측구 362m

○○○

2.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상․수상․
공중․수중 또는 지하에「같은 법」제2조 제6호 및 제13호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반시설
(체육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14호)」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할 경우에는 「같은 법」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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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같은 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
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의 허가 규모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인 경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43조에는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등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은 제출받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 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의
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서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상태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고,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건교부, 2005. 12)」에 의하면 합판 거푸집(3.4회)을
쓸 경우 유로폼(20회)과 비교․검토 후 저렴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2006.11.20. (주)○○개발(대표이사 ○○○)과
931,51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7.10.5. 준공예정으로 ○○ 생활체육
공원조성(인조잔디구장)공사를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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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상․수상․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같은 법」제2조제6호 및 제13호에 의한 기반시설(체육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 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반 시설(체육시설)를 설치 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42호)」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생활체육공원(인조잔디구장)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42호)」에 따라 사업을
착수 하지 아니 하였으며,
- 또한, ○○ 생활체육공원조성(인조잔디구장) 공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하지 아니하고 2006.12.2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 변경면적 : 9,651㎡)를 받아 사업을 착공 하였으나,
주차공간 확보 및 사업부지 성토작업 등 현지여건 변동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농지 전용면적의 증가(증1,300㎡)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자연녹지 지역 : 1만
제곱미터)이상으로 초과되었는데도, 도시관리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인 경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사
감독자 등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 등은 제출받은 품질 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2007.9.7)까지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건교부, 2005.12)」에 따라 합판거푸집(3,4회)를
쓸 경우 유로폼(20회)과 비교․검토 후 저렴한 단가를 적용 하여야 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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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교․검토 없이 우수공 및 본부석설치 공정에 대한 거푸집을 합판
거푸집 4회(924㎡)로 설계함으로써 유로폼으로 적용할 경우 보다 6,480천원
(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고, 사업부지내 토사 치환용 막자갈 수량을
잘못 적용(1,994㎥⇒2,107㎥)하여 2,494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총 8,974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 생활체육공원조성(인조잔디구장) 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입안한 다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시기 바라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로 부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 받아 시공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과다 계상된 8,974천원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하여 감액조치 하시고,
❍ 앞으로 도시지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제반 행정절차․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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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7】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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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5년~2007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소도읍 육성사업(축제지원시설)○○○○ 누각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 누각 설치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천원)

(계약일자)

537,725

'07.6.5
~ '07.8.3
('07.5.30)
※공사중지
'07.6.21

화천소도읍육성사업

○○○○
L=30.3m
(축제지원시설)○○ 합벽식옹벽
○○ 누각설치공사 L=110.9m

수

급

자

업 체 명

대표자

○○종합
건설(주)

○○○

2. 내 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에 의하면 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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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사항,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
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등
그밖에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관보에 고시
하고,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하며,
「하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비 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시행 전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및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배수처리계획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화천군(○○○○과)에서는 2007.5.30. ○○종합건설(주)(대표이사 ○○○)과
537,725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7.8.3. 준공예정으로 소도읍육성사업
(축제지원시설)인 ○○○○ 누각 설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에 따라 2005 화천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및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축제관련 지원시설 확충사업으로 정하여
○○천에 고무 보와 터널을 설치하고, 다목적광장․상징조형물 등을 설치
하는 것으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2007.6.15. 강원도로부터 축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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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및 경관 하천조성 사업비로 2,600,000천원을 보조받았는바, 당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사업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시행 할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
하여야 하는데도, 당초 사업내용과 다른 ○○○○ 누각 설치 공사를 시행
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사항,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사항,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사항, 개발사업의 시행 기간과
내용에 관한사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 그밖에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하는데도, 고시 및
게재를 하지 않았고,
-「하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하천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착공한 사실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및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배수처리계획도, 사면경사 현황도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4조 및 제16조에 의
하여 사전 협의를 한 후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는데도, 사전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도읍 육성사업(축제지원시설)인 ○○○○ 누각 설치
공사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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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요 구】
❍ 앞으로 소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시고,
❍ 또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개별법에 의한 관련 인․허가, 고시,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을
강화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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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8】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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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7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천 하도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공

사

명

2007 ○○천
하도정비 사업

공사개요
▪ 둔치호안 :
955m
▪ 둔치포장 :
1,146m

계약금액

공사기간

(천원)

(계약일자)

515,316

2007.4.27
~2007.9.7
(2007.4.23)

수

급

자

업 체 명

대 표 자

○○건설(주)

○○○

2. 내 용
❍「하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하면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비 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하천공사를 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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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군(○○과)에서는 ○○천 하도정비사업을 2007.4.23. ○○건설(주)과
515,316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7.9.7.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하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비 관리청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하천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착공하였고,

- 강원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556,000천원을 교부받아 2007년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서의 사업 위치가 화천군 ○○면 ○○천
○○지구임에도, 화천읍 ○○천으로 사업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면서「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제12조제1항에 의한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 또한, 건설교통부 「수해상습지개선사업 Ⅳ단계 기본계획(2005.12)」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사업의 경제성, 정비
효과가 떨어지는 후 순위에 있는 ○○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등 하도정비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천 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관계법 규정에 따라 비 관리청 하천공사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 또한, 하도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경제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에는 미리「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전 승인 절차 등을 거치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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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9】

신분상조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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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도】 2004년~2007년도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제

목】 ○○○○ ○○복원체험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사업개요
사업위치

부지면적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현공정

화천군 ○○면
○○리 ○○외 3필지

29,752㎡

3,000,000

민물고기생태관
야외학습 체험관
야외생태공원

건축설계 및
토목공사중

❍ 용역 및 공사현황
구분

공사(용역)명

사업량

현상
공모
공사

공사기간
(계약일자)

‘04. 3.26
~‘04. 8.21
(‘04.3.22)
○○○○○○복원체험관
‘06. 2.27
실시설계
건축 및 토목
58,950
~‘06. 5.27
1식
실시설계용역
(‘06.2.24)
○○○○○○복원체험관
‘06. 5.1
현상공모
전시부분 현상공모
1,200,000 ~‘06.5.10
1식
(설계 및 시공)
(‘06.7.10)
진입로
‘06. 7. 6
○○○○○○복원체험관
부지,공원
및
500,000
~‘07. 7.21
부지조성공사
주차장조성
(‘06.7.6)

용역 ○○○○○○복원체험관 실시설계
전시시설 설계용역
1식
용역

계약금액
(천원)
3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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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
○○○○

○○○

○○○○○
사무소

○○○

(주)○○○○
(주)○○○○
(주)○○

○○○
○○○
○○○

○○
종합건설

○○○

2. 내

용

❍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건설기술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등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
하고, 견실시공 및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화천군(○○○○과)에서는 ○○○○○○복원체험관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관련규정을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① 전시부분 현상공모 추진 부적정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창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38조의3 에
의하여 현상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2004.3.22. ○○○○ ○○복원 체험관 전시시설 설계용역의 경우 (주)○○○○
(대표 ○○○)와 30,89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4.8.21. 준공하여 납품
받은 설계도서가 있어 전시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또한 3회에
걸쳐 사업부지가 변경되어 당초 전시부분에 대한 설계가 지역특성과 주변
여건에 맞지 않을 때에는 전시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를 추진
하게 되면 사업예산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함에도,
2006.5.1.~2006.5.10.(10일간) ○○○○ ○○복원 체험관 전시부분에 대한
설계제안 현상공모를 다시 실시하여 당초 설계업체인 (주)○○○○와 2개
업체가 공동으로 응모한 제안서를 2006.6.15.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하여
1,200,000천원에 계약(설계+시공)을 체결함으로써 중복으로 인한 당초
설계용역비 30,890천원의 예산 낭비와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 ○○복원 체험관 전시부분에 대한 설계용역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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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 및 토목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13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
착수 시에는 발주기관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술
용역계약 일반조건」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기술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기술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2에서는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등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복원 체험관 건립공사의 건축 및 토목부분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사무소(대표 ○○○)와 58,950천원에 2006.2.24. 계약을
체결하고 2006.5.27. 준공예정으로 있었으나, 준공예정일 26일을 남겨놓고
전시부분 설계제안 현상공모를 사유로 2006.5.1. 용역 중지하여 15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용역계약 업체에 설계단가, 물가변동에 대한 내용
및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대책 없이 방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06.5.1. 용역 중지 이후 설계용역 계약기간 연장과 재 착수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토목부분만 우선 설계를 실시하여 납품받으면서
토목설계 용역에 대한 준공검사관 선임 및 준공검사 절차 없이 설계도서를
납품 받은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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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부분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는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 ○○○)와
2006.7.6. 계약을 체결하고 2007.1.1.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입로
변경을 이유로 2007.7.21.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으나, 또다시 준공예정
일 4일을 남겨놓은 2007.7.18. 진입로 변경, 기본계획변경, 관련부서 인허가
협의를 사유로 공사를 중지한 후, 2007.8.30. 공사를 재개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이로 인해 토사가 붕괴되면서 인근 농경지로 유출
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③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미이행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기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같은 법」제13조에 의한 도 종합계획 등의
행정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와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등의
개발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복원 체험관 건립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전 사
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사전재
해영향성검토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발주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시기
바라며,
❍ 향후, 설계용역비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와 재계약, 재착수, 준공
검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시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더불어 엄중한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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