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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ㅇㅇㅇㅇ지역본부 및 관내지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서 업무전반에 걸쳐 업무처리의

합법성․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부정 및 오류를 시정․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ㅇㅇㅇㅇ지역본부 및 관내 5개 지사(ㅇㅇㅇㅇ, ㅇㅇ, ㅇㅇ, ㅇㅇ, ㅇㅇ)에

대하여 직전감사 개시 월부터 2018. 4. 27.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

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와 관내 지사의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 미수수수료 관리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특히

사업인력운영의 적정성과 외부청렴도 조사결과 취약하게 나타난 부문에 대한

조기점검으로 부패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8. 4. 17.부터 같은 해 4. 27.까지 9일간 8명의 감사인력(연 인원

5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이후 감사실의 감사심의조정회

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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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력

 ○ 조 직: 3처(ㅇㅇㅇㅇ처, ㅇㅇㅇㅇㅇㅇ처, ㅇㅇㅇㅇ처), 17개 지사

 ○ 인 력: 정원 351명, 현원 337명

 

2.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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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운영방침

 ○ 본부 운영 방침

 ○ 업무추진 실적



- 4 -

Ⅲ. 감사결과

1. 총   평

ㅇㅇㅇㅇ지역본부는 비전(“고객에게 감동주는 최우수 본부”) 달성을

위하여 2018년 본부 전략목표를 공간정보산업 신성장동력 창출, 지속가능

한 지적산업 선도, 미래성장 역량강화, 사회적가치실현 선도로 정하고 각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업무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3년 연속 운영성과 130억원

이상 흑자를 달성하였고, 2017년에는 연간목표량 대비 업무추진 완료 실

적이 106.7%로 목표량을 6.7%(33억원) 초과 달성하였으며, 제40회 지

적세미나 우수상 수상, LX홍보 우수기관 선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

었다.

또한 측량장비 배터리 충전함을 자체 제작하여 전 지사에 설치함으

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사무실 환경 조성으로 제1회 카이젠 우수사례 경진

대회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자료공유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문서 간소화로

행정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업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었다.

ㅇㅇㅇㅇ지역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였으나, 지적

측량 반환업무(등록사항정정) 처리에 관한 사항 등 20건의 지적사항과 직원

사무분장 ERP 등록 소홀 등 7건의 현지조치, 지적측량업무 접수방법 개선

방안 등 4건의 모범사례가 있었다.

ㅇㅇㅇㅇ지역본부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수의 전자견적 입찰공고를 통

한 계약자 선정 및 수의계약 조건검토, 계약관련 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등

계약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적측량성과협의회

및 지적측량실사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측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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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현장교부업무 활성화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만전을 기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지감사 시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수감부서에 공지하여 종합감사 이전에 사

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소명 요청한 6건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현지
처분

모범
사례통보 시정 개선 권고 시정

(회수)
시정
(지급)

변상
명령 징계 문책 주의

요구

건수
(인원)

31
(1명) 10 4 2 3 0

(0)
1
(1)

0
(0) 7 4

금액 1,368,280 1,368,280

※ 건수는 현지처분, 모범사례 포함.

2-1. 예방중심의 실지감사 연계 모니터링 결과

[실지감사 연계 e-감사시스템 사전모니터링 조치 소명결과]
(단위: 건, 명, 원)

구 분

예방감사 리스크 소명요청
소명결과

계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건수 금액 건수(인원) 완료 미완료

예방감사
(자체점검) 6 5 1 330,000 - 6 0

일련
번호 감사대상기관 예방감사 리스크 소명요청 리스트 소명

구분
소명
결과 재정상 감사자

6-1 ㅇㅇㅇㅇ본부 등록전환업무처리에따른토지임야접합도작성소홀 행정 완료 - ㅇㅇㅇ

6-2 ㅇㅇㅇㅇ본부 연속지적도 품질관리 소홀 행정 완료 - ㅇㅇㅇ

6-3 ㅇㅇㅇㅇ본부 ㅇㅇㅇㅇㅇㅇ 자체 추진계획 수립 소홀 행정 완료 - ㅇㅇㅇ

6-4 ㅇㅇㅇㅇ본부 최종퇴실점검부 작성 소홀 행정 완료 - ㅇㅇㅇ

6-5 ㅇㅇㅇㅇ본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적정성 행정 완료 330,000 ㅇㅇㅇ

6-6 ㅇㅇㅇㅇ본부 복무관리(출퇴근 기록 누락) 소홀 행정 완료 -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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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가. 지적행정 분야

2018-92018-92018-92018-92018-92018-92018-92018-92018-92018-92018-92018-92018-92018-92018-92018-92018-9 지적측량 반환업무(등록사항정정) 처리에 관한 사항 (ᄋᄋᄋᄋ실)

< 요 약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 제55조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반환처리에 관한 사항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반환사유를 성과제시불능으로 처
리하고 있음

- 현장 실태에 맞게 반환사유를 선택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2018-10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인 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항 (ᄋᄋᄋ실)

< 요 약 >

업무규정시행규칙 제4조, 제32조

○ COS에서 지적측량업무를 정산할 때 미반환금이 발생하여 전자

결재로 의뢰인에게 지적측량수수료 정산결과를 통지할 때 의뢰
인과 반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유도하는 메시지 창을 띄우는 방안

마련_개선
○ ERP에서 미반환금의 지출결의를 할 때 COS의 미반환금 대장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방안 마련

15-115-115-115-115-115-115-115-115-115-115-115-115-115-115-115-115-1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인 정보입력 소홀 (ᄋᄋᄋᄋ처)

< 요 약 >

업무규정시행규칙 제4조, 제32조

○ COS의 지적측량수수료 정산명세서에서 의뢰인과 예금주의 정보

가 다른데도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 동의서” 없이 입력하

여 반환업무를 처리, 그 결과 COS의 예금주 정보와 전사적자원
관리시스템의 예금주 정보가 다르게 관리 되는 등 공사에서 관리

하는 위 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무결성)을 확보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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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5-315-315-315-315-315-315-315-315-315-315-315-315-315-315-315-3 지적측량실사위원회 운영 소홀 (ᄋᄋᄋᄋ처)

< 요 약 >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3조, 제25조, 제30조

○ 지적측량실사위원회는 인사이동 또는 임기가 도래하기 전 새롭

게 구성하여야 하며 민원고객·측량팀장·지사장·본부장 등이 별

지서식에 의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개최하여야하고 개

최 후 의결서, 통보서 등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

15-1215-1215-1215-1215-1215-1215-1215-1215-1215-1215-1215-1215-1215-1215-1215-1215-12 등록전환측량 정산 처리 소홀 (ᄋᄋ지사)

< 요 약 >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9조, 제25조

○ 등록전환측량 결정면적과 정산면적 불일치

- 등록전환측량 6건에 대하여 결정면적과 다르게 정산하여 수수료

증감이 발생 할 위험이 있음

 나. 고객서비스 분야

15-1315-1315-1315-1315-1315-1315-1315-1315-1315-1315-1315-1315-1315-1315-1315-1315-13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측량성과도 현장교부(선결재)업무처리 소홀 (ᄋᄋ지사)

< 요 약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제도 도입 (ㅇㅇㅇㅇ팀-979: 2009. 4. 20.)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 변경사항 알림 (ㅇㅇㅇㅇ처-712, 2015. 2. 17.)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입한 서비스제도인“지적측량성과도 현

장교부제”가 2014년 전국평균 87.6%로 나타나 제도가 정착된 것

으로 판단하여 내부평가 지표에서 제외하고 지적측량접수 시 현

장교부 발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2016년(11.8%)부터 급격히 낮아

지면서 2017년, 2018년 현재 실적 0%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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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산관리 분야

15-415-415-415-415-415-415-415-415-415-415-415-415-415-415-415-415-4 측량(전산)장비 관리 소홀 (ᄋᄋᄋᄋ처)

< 요 약 >

업무규정 제26조

○ 자산 이동에 대한 기록관리 소홀

- 측량(전산)장비 공차 요청에 대한 승인 없이 장비를 공차하고,

지사 간 직원 이동(정기인사 등)시 인수받은 지사에서 본부로 인

수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

 라. 회계사무 분야

15-615-615-615-615-615-615-615-615-615-615-615-615-615-615-615-615-6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ᄋᄋᄋᄋ처)

< 요 약 >
을지연습 훈련기간 복무관리 유의사항 (ㅇㅇㅇㅇ실-6181: 2016. 8. 12.)

○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2016년 및 2017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개인별

초과근무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본사에서 지시한 ‘을지연습 훈

련기간 복무관리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비상소집일 조기출

근에 대한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

다. 그 결과 ㅇㅇ지사 국토정보직6급(당시 소속 및 직급) 김*완

등 15명에게 588,01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지급

15-715-715-715-715-715-715-715-715-715-715-715-715-715-715-715-715-7 위탁교육 대상자 교육여비(일비 및 식비) 지급 부적정 (ᄋᄋᄋᄋ처)

< 요 약 >

교육훈련규정 제11조

○ 위탁교육 대상자 교육여비 중 일비 및 식비 지급 부적정

- 교육여비는 교육훈련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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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15-1415-1415-1415-1415-1415-1415-1415-1415-1415-1415-1415-1415-1415-1415-1415-14 인사발령에 따른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부적정 (ᄋᄋ지사)

< 요 약 >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

○ 전입직원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부적정

- 인사이동 및 사무분장 변경으로 지급대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 따라서 전입 및 전출직원에 대하여는 지사 근무일수를 산출하여

일할 계산하여야 함에도 월말 기준 현 소속 지사에서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전액을 일괄 지급함.

- 전입직원 국토정보직 3급 이*구 등 9명에게 233,590원의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을 과다 지급함

 마. 계약사무 분야

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2018-13 수의계약 조건 검토에 관한사항 (ᄋᄋ처)

< 요 약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30조

○ 3000만원 이하 여성기업 수의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조건 검토

- 3000만 원 이하의 여성기업대상 수의계약 업무가 「계약사무처

리규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훈련여비 지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일비) 기타일 기준(합숙: 지급하지 않음, 비합숙: 일비의 5할)적용

(식비) 교육기간 중 교육훈련비에 포함된 식대는 차감 적용

   〔ex, 교육기간 5일(15식) 교육훈련비 포함(5식) 지급액(10식 해당분)〕 

- ㅇㅇㅇㅇ처 국토정보직 5급 이*영 등 4명에 대해 216,680원의

교육여비를 과다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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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5-815-815-815-815-815-815-815-815-815-815-815-815-815-815-815-8 계약업무처리 소홀 (ᄋᄋᄋᄋ처)

< 요 약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4항

○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 소홀

-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전자견적에 의한 계약 체결하여야

하나 ㅇㅇ지구(ㅇㅇ호) 신규등록 확정측량 지적기준점설치 용

역 계약 시 ㈜ㅇㅇㅇㅇㅇ과 2017. 4. 20.부터 2017. 7. 6.까지 총

6차례 48,710,200원 사업금액을 수의계약 체결하였음

15-915-915-915-915-915-915-915-915-915-915-915-915-915-915-915-915-9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전자계약 등록) 소홀 (ᄋᄋᄋᄋ처)

< 요 약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6조(전자계약체결)

○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전자계약 등록) 소홀

- 추정가격이 1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금액에 대

하여는 계약실적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적관리를 하

여야 하나 총 38건 194,830,850원이 미등록 되었음

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15-11 수의계약 조건 검토 소홀 (ᄋᄋᄋᄋ처)

< 요 약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30조

○ 3000만원 이하 여성기업 수의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조건 검토 소홀

- 여성기업과 하는 3000만 원 이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

우에 해당 하지 않으나 수의계약 사유로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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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 계약관련 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소홀 (ᄋᄋ지사)

< 요 약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7조, 제52조

○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및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의 보증금액

착오기재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계약

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해야 하며 공사계약의 특성에 맞게 100분

의 2에서 100분의 5까지의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해야

하나, 계약사무처리규칙 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계약보증

금지급각서와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하였음

 바. 일반행정 및 복무 분야

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2018-11 초과근무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ᄋᄋᄋᄋ실)

< 요 약 >
초과근무 산정기준 , 급여규정 제6조

○ 출퇴근 정정 후 초과근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
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승인토록 초과근무 산정기준 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전 직원 출퇴근 시 사원증 및 지문 인식 병행으

로 누락 등 정정사항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2018-12 외부강의(회의) 사전승인 부적정 및 교육미이수에 관한 사항 (ᄋᄋᄋᄋ실)

< 요 약 >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제39조, 임직원 외부강의 등 업무처리요령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들에 대
한 교육을 강제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승인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
함으로써 외부강의 등에 대한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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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5-215-215-215-215-215-215-215-215-215-215-215-215-215-215-215-2 유연근무제 운영 불합리 (ᄋᄋᄋᄋ처, ᄋᄋᄋᄋ처)

< 요 약 >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17조,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선사항 알림 (ㅇㅇ처-4400, 2017. 8. 7.)

○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선사항 알림’(ㅇㅇ처

-4400, 2017. 8. 7.)으로 원격근무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고

객담당, 행정담당 직무의 경우에도 활용하도록 요구하였는데도

본부의 ㅇㅇㅇㅇ처와 ㅇㅇㅇㅇ처는 유연근무제 실적이 없음

15-515-515-515-515-515-515-515-515-515-515-515-515-515-515-515-515-5 출퇴근 관리 및 초과근무 산정 부적정 (ᄋᄋᄋᄋ처)

< 요 약 >

초과근무 산정기준

○ 출퇴근 정정 후 초과근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승인토록 초과근무 산정기준 을 개

선할 필요가 있으며 전 직원 출퇴근 시 사원증 및 지문 체크 병

행으로 누락 등 정정사항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임

15-1015-1015-1015-1015-1015-1015-1015-1015-1015-1015-1015-1015-1015-1015-1015-1015-10 외부강의(회의) 사전승인 부적정 및 교육미이수 (ᄋᄋᄋᄋ처)

< 요 약 >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제39조, 임직원외부강의등업무처리요령
○외부강의(회의) 사전미신고 또는 신고기간초과 승인 및 교육불참

- 외부강의 등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7일 전에 ERP에 등록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특정인(ㅇㅇㅇ)이 반복하여 이를 위반

- 본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자는 교육에 참가하지 않고 하반기에도 동일 위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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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적사항 총괄 명세서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제도개선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시정) 신분상조치

2018- 9 본사 ㅇㅇㅇㅇ실 지적측량 반환업무(등록사항정정) 처리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ㅇㅇㅇ

2018- 10 본사 ㅇㅇㅇ실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인 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ㅇㅇㅇ

2018- 11 본사 ㅇㅇㅇㅇ실 초과근무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권고 2개월 ㅇㅇㅇ

2018- 12 본사 ㅇㅇㅇㅇ실 외부강의(회의) 사전승인 부적정 및 교육 미이수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ㅇㅇㅇ

2018- 13 본사 ㅇㅇ처 수의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ㅇㅇㅇ

15- 1 ㅇㅇㅇㅇ처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인 정보 입력 소홀 통보 1개월 ㅇㅇㅇ

15- 2 ㅇㅇㅇㅇ처, ㅇㅇㅇㅇ처 유연근무제 운영 불합리 통보 1개월 ㅇㅇㅇ

15- 3 ㅇㅇㅇㅇ처 지적측량실사위원회 운영 소홀 통보 1개월 ㅇㅇㅇ

15- 4 ㅇㅇㅇㅇ처 측량(전산)장비 관리 소홀 통보 1개월 ㅇㅇㅇ

15- 5 ㅇㅇㅇㅇ처 출퇴근 관리 및 초과근무 적용 부적정 통보 1개월 ㅇㅇㅇ

15- 6 ㅇㅇㅇㅇ처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 회수 588,010 1개월 ㅇㅇㅇ

15- 7 ㅇㅇㅇㅇ처 위탁교육 대상자 교육여비(일비 및 식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 회수 216,680 1개월 ㅇㅇㅇ

15- 8 ㅇㅇㅇㅇ처 계약업무 처리 소홀(분리발주) 문책 문책(경고) 20일 ㅇㅇㅇ

15- 9 ㅇㅇㅇㅇ처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전자계약 등록) 소홀 통보 1개월 ㅇㅇㅇ

15-10 ㅇㅇㅇㅇ처  외부강의(회의) 사전승인 부적정 및 교육미이수 통보 1개월 ㅇㅇㅇ

15-11 ㅇㅇㅇㅇ처  수의계약 조건 검토 소홀 통보 1개월 ㅇㅇㅇ

15-12 ㅇㅇ지사 등록전환측량 정산 처리 소홀 통보 1개월 ㅇㅇㅇ

15-13 ㅇㅇ지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측량성과도 현장교부(선결재)업무 
처리 소홀 통보 1개월 ㅇㅇㅇ

15-14 ㅇㅇ지사 인사발령에 따른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 회수 233,590 1개월 ㅇㅇㅇ
15-15 ㅇㅇ지사 계약관련 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소홀 통보 1개월 ㅇㅇㅇ

※ 처분요구: 20건<개선 4건, 권고 1건, 시정 3건, 통보 11건, 문책 1건>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             목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 명 관련 지적사항

계약업무 처리 소홀
문책(기관장

경고)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2급 ㅇㅇㅇ

 2017년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기준점매설
업무 계약 시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
하여 수의 전자견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6차례에 걸쳐 분리발주하여 수의계약

1-2. 제도개선 처분요구 명세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감사자

2018- 9 본사 ㅇㅇㅇㅇ실 지적측량 반환업무(등록사항정정) 처
리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업무․현장)지원시스템 합리적으로 개선 ㅇㅇㅇ

2018- 10 본사 ㅇㅇㅇ실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인 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 합리적으로 개선 ㅇㅇㅇ

2018- 11 본사 ㅇㅇㅇㅇ실  초과근무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초과근무 산정기준 합리적으로 개선 권고 ㅇㅇㅇ

2018- 12 본사 ㅇㅇㅇㅇ실 외부강의(회의) 사전승인 부적정 및 
교육미이수에 관한 사항 임직원 외부강의 등 업무처리요령 개정 등 개선 ㅇㅇㅇ

2018- 13 본사 ㅇㅇ처 수의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계약사무처리규칙 합리적으로 개정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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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금액 감사자

7-1 ㅇㅇㅇㅇ처 직원 사문분장 ERP 등록 소홀 ERP에 사무분장 즉시 등록 조치 - ㅇㅇㅇ
7-2 ㅇㅇㅇㅇ처 업무추진비 세목 등록 소홀 착오 예산세목 즉시 보완 조치 - ㅇㅇㅇ
7-3 ㅇㅇㅇㅇ지사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성과제시불능 취소건 CRM 등록 조치 - ㅇㅇㅇ
7-4 ㅇㅇㅇㅇ지사 특근매식비 전용카드 발급 소홀 특근매식비 전용카드 발급 - ㅇㅇㅇ
7-5 ㅇㅇ지사  개인별 사무분장 ERP 등록 소홀 ERP에 사무분장 즉시 등록 조치 - ㅇㅇㅇ
7-6 ㅇㅇ지사 상품권 관리대장 등록 소홀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 관리대장에 등록 조치 - ㅇㅇㅇ
7-7 ㅇㅇ지사 지적측량 반환처리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운영 소홀 성과제시불능 취소건 CRM 등록 조치 - ㅇㅇㅇ

3. 분야별 현황

구분 합 계
지적
측량

지적
행정

고 객
서비스

인사
행정

자산
관리

회계
사무

기획 및
예산관
리

전산
운영

계약
사무

일반
행정
및 복무

교육
및 연구

기 타

지적사항 20 5 1 1 3 5 5

현지처분 7 2 1 1 3

Ⅴ. 기타사항

1. 향후 처리계획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이행 관리 점검 실시

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반부패․청렴교육

종합감사결과 마감회의 및 반부패·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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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임감사의 찾아가는 반부패·청렴교육 및 직원 간담회

○ 방문기관: ㅇㅇㅇㅇ지역본부(4. 24.)

○ 참 석 자: ㅇㅇㅇㅇ지역본부장 및 직원 등 34명

○ 교육내용

-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노력

- 성희롱 예방 조직문화 개선 노력

- 소통을 통한 직장 동료애와 상호간의 배려와 양보 실천

-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

- 공사의 반부패 청렴정책 설명

상임감사의 찾아가는 반부패․청렴교육 및 직원간담회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부.

2. 현지조치(처분)서 7부.

3. 모범사례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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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018 - 09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ㅇㅇㅇㅇㅇ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2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제        목     지적측량 반환업무(등록사항정정)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ㅇㅇㅇㅇㅇ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지적측량을 의뢰

받아 지적측량수수료를 수입하고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현지측량방법 등) 제8항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지

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55조(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관리)에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

할 사항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는 뜻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하고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반환사유를 명시하여 반환 처리하는 등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이하 ‘COS’라 한다)으로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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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적측량 반환업무(등록사항정정) 처리 현황
(2018. 1. 1.∼현재)

※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자료 가공(2개 지사 표본 추출)

그러나 [표]와 같이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어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통보한 경우에도 COS에서 반환사유를 성과제시불능1)으로 선택하여 반환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통계자료의 정확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반환사유현황을 현장 실태에 맞게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COS에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ㅇㅇㅇㅇㅇ장)은 통계자료의 정확한 기

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환사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COS에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적측량업무처리결과 성과 차이의 적정 여부 검토,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등에 반환사유를 성과제
시불능으로 선택하고 측량성과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결과를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사명 종목
접수
번호

접수일자 토지소재지
반환사유
(COS 등록)

반환사유
(실제)

ㅇㅇ 분할측량 33 2018-01-01 ㅇㅇ면 ㅇㅇ리 970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등록전환 21 2018-01-10 ㅇㅇ동 산173-1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경계복원 6 2018-01-01 ㅇㅇ면 ㅇㅇ리 711-3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등록전환 17 2018-01-08 ㅇㅇ면 ㅇㅇ리 산63-1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분할측량 57 2018-01-01 ㅇㅇ면 ㅇㅇ리 1255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등록전환 31 2018-01-25 ㅇㅇ면 ㅇㅇ리 산109-9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분할측량 97 2018-01-09 ㅇㅇ읍 ㅇㅇ리 163-4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경계복원 286 2018-03-23 ㅇㅇ면 ㅇㅇ리 산70-6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지적현황 32 2018-02-07 ㅇㅇ면 ㅇㅇ리 산102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분할측량 44 2018-01-01 ㅇㅇ읍 ㅇㅇ리 896-1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등록전환 6 2018-01-01 ㅇㅇ동 산111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분할측량 239 2018-02-06 ㅇㅇ면 ㅇㅇ리 480-1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분할측량 254 2018-02-12 ㅇㅇ읍 ㅇㅇ리 335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경계복원 4 2018-01-01 ㅇㅇ동 산48-1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경계복원 386 2018-03-30 ㅇㅇ읍 ㅇㅇ리 1419-1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경계복원 333 2018-03-22 ㅇㅇ읍 ㅇㅇ리 575-1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경계복원 256 2018-03-12 ㅇㅇ읍 ㅇㅇ리 285-6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경계복원 127 2018-02-06 ㅇㅇ면 ㅇㅇ리 1233-23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경계복원 134 2018-02-09 ㅇㅇ읍 ㅇㅇ리 690-18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경계복원 128 2018-02-06 ㅇㅇ면 ㅇㅇ리 산305-29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경계복원 108 2018-01-31 ㅇㅇ읍 ㅇㅇ리 산216-8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경계복원 85 2018-01-23 ㅇ면 ㅇㅇ리 844-2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경계복원 40 2018-01-04 ㅇㅇ면 ㅇㅇ리 406-14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등록전환 27 2018-02-09 ㅇㅇ읍 ㅇㅇ리 산35-1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등록전환 8 2018-01-04 ㅇㅇ면 ㅇㅇ리 산199-2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분할측량 225 2018-03-07 ㅇㅇ읍 ㅇㅇ리 산218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분할측량 135 2018-02-06 ㅇㅇ면 ㅇㅇ리 1233-23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ㅇㅇ 지적현황 94 2018-02-26 ㅇㅇ면 ㅇㅇ리 470 성과제시불능 등록사항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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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018 - 10 감사자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ㅇㅇㅇ실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2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인 정보의 등록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ㅇㅇㅇ실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 관내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 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를 반환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무통장 입금 또는

통상환으로 반환하고 있다.

업무규정시행규칙 제32조(반환금 및 추가납부 통지) 제2항에 따르면 측량

완료 후 수수료를 정산한 결과 수수료가 초과수입 된 경우에는 무통장입금 또는

통상환 등으로 반환 조치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가족 또는 실제 측량

수수료를 납부한자에게 반환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지적측량의뢰서 접수) 제4

항에 따르면 접수자는 지적측량을 접수할 때에는 의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고

객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2)(이하 “COS”라 한다.)에서 의뢰인을 입력할 경

우에는 소유자(위임받은 자) 또는 실제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한 자를 입력하여

야 하고,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을 의뢰인과 다른 명의로 반환할 때에는 의뢰인

2) 지적측량업무 중에서 상담, 접수, 정산, 통계 등을 지원하는 정보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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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본부의 관내 지사에서는 COS의 지적측량수수료 정산명세서에 따

라 의뢰인과 반환금 수령인(이하 “예금주”라 한다.)이 다를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 동의서”를 받았어야 하고, COS의 미반환금대장에서 송금계좌 정보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처리일자)와 의뢰인의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반환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지사에서는 [별표]와 같이 COS의 지적측량수수료 정산명세서에서

의뢰인과 예금주의 정보가 다른데도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 동의서” 없이

입력하여 반환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COS의 예금주 정보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3)(이하 “ERP”라 한

다.)의 예금주 정보가 다르게 관리 되는 등 공사에서 관리하는 위 시스템의 데

이터 정합성(무결성)4)을 확보하지 못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국토정보공사(ㅇㅇㅇ실)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미반

환금 관련 시스템(COS, ERP)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ㅇㅇㅇ실장)은 COS에서 지적측량업무

를 정산할 때 미반환금이 발생하여 전자결재로 의뢰인에게 지적측량수수료 정산

결과를 통지할 때 의뢰인과 반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의뢰인과 반환금 수

령인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공사의 업무 중에서 회계, 계산, 인사, 급여, 복무 등을 처리하는 정보화 시스템임

4)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이란 컴퓨팅 분야에서 완전한 수명 주기를 거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증

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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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COS와 ERP에서의 예금주(반환금 수령인) 입력 현황

(2017. 1. 1.∼2018. 4. 20.)

순번 지사명 접수일자 의뢰인 반환일자 반환금액 COS예금주 ERP예금주

1 ㅇㅇㅇㅇ 2017. 2. 8. ㅇㅇㅇ 2017. 2. 20. 64,000 ㅇㅇㅇ ㅇㅇㅇ

2 ㅇㅇㅇㅇ 2017. 2. 17. ㅇㅇㅇ 2017. 2. 28. 158,000 ㅇㅇㅇ ㅇㅇㅇ

3 ㅇㅇ 2017. 3. 27. (주)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17. 4. 12. 445,000 펜타폴리스 ㈜모라이즌

4 ㅇㅇ 2017. 6. 29. ㅇㅇㅇ 2017. 7. 6. 116,000 ㅇㅇㅇ ㅇㅇㅇ

5 ㅇㅇ 2017. 10. 13. ㅇㅇㅇ 2017. 11. 3. 399,000 ㅇㅇ읍ㅇㅇ1리 ㅇㅇㅇ

6 ㅇㅇ 2017. 1. 25. ㅇㅇㅇ 2017. 2. 6. 100,000 ㅇㅇ은행 ㅇㅇㅇ

7 ㅇㅇ 2017. 1. 12. ㅇㅇㅇ 2017. 1. 20. 129,000 ㅇㅇㅇㅇㅇㅇ경로당 ㅇㅇㅇ

8 ㅇㅇ 2017. 1. 25. ㅇㅇㅇㅇㅇ주식회사 2017. 2. 28. 313,000 ㅇㅇㅇ300 ㅇㅇㅇㅇㅇ주식회사

9 ㅇㅇ 2017. 2. 8. ㅇㅇㅇ 2017. 2. 28. 369,000 ㅇㅇㅇㅇ종중 ㅇㅇㅇ

10 ㅇㅇ 2017. 4. 28. ㅇㅇ 2017. 5. 25. 478,000 주식회사ㅇㅇㅇㅇㅇ ㅇㅇㅇ(대표자)

11 ㅇㅇ 2017. 9. 15. 주식회사ㅇㅇㅇㅇ 2017. 10. 17. 12,000 ㅇㅇㅇ하우징 주식회사ㅇㅇㅇㅇ

12 ㅇㅇ 2017. 7. 25. ㅇㅇㅇ 2017. 8. 3. 491,000 ㅇㅇㅇ ㅇㅇㅇ

13 ㅇㅇ 2017. 10. 25. ㅇㅇㅇ 2017. 10. 27. 2,062,000 ㅇㅇㅇ ㅇㅇㅇ

14 ㅇㅇㅇㅇ 2017. 1. 9. ㅇㅇㅇ 2017. 4. 6. 767,000 ㅇㅇㅇ ㅇㅇㅇ

15 ㅇㅇㅇㅇ 2017. 3. 27. ㅇㅇㅇ 2017. 4. 4. 1,024,000 ㅇㅇㅇ ㅇㅇㅇ

16 ㅇㅇㅇㅇ 2017. 4. 4. ㅇㅇㅇ 2017. 5. 2. 505,000 ㅇㅇㅇ ㅇㅇㅇ

17 ㅇㅇㅇㅇ 2017. 6. 7. ㅇㅇㅇ 2017. 6. 16. 272,000 ㅇㅇㅇ ㅇㅇㅇ

18 ㅇㅇㅇㅇ 2017. 1. 24. ㅇㅇㅇ 2017. 1. 26. 1,137,000 ㅇㅇㅇ ㅇㅇㅇ

19 ㅇㅇ 2017. 2. 27. ㅇㅇㅇㅇ기술단 2017. 3. 15. 359,000 ㅇㅇㅇ ㅇㅇㅇ(대표자)

20 ㅇㅇ 2017. 6. 21. ㅇㅇㅇ 2017. 7. 10. 894,000 ㅇㅇㅇ ㅇㅇㅇ

21 ㅇㅇ 2017. 1. 1. ㅇㅇㅇ 2017. 1. 4. 318,000 ㅇㅇㅇ ㅇㅇㅇ

22 ㅇㅇ 2017. 6. 14. ㅇㅇㅇ 2017. 6. 26. 339,000 ㅇㅇㅇ ㅇㅇㅇ

23 ㅇㅇ 2017. 2. 9. ㅇㅇㅇ 2017. 2. 17. 243,000 ㅇㅇㅇ ㅇㅇㅇ

24 ㅇㅇ 2017. 8. 16. ㅇㅇㅇ 2017. 8. 18. 661,000 ㅇㅇㅇ ㅇㅇㅇ

25 ㅇㅇ 2017. 10. 17. ㅇㅇㅇ 2017. 10. 24. 382,000 ㅇㅇㅇ ㅇㅇㅇ

※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자료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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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018 - 11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ㅇㅇㅇㅇ실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2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권  고  요  구

제        목     ｢초과근무 산정기준｣ 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ㅇㅇㅇㅇ실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평일(월∼금)의 연장근무와 휴일(토, 일 등 단체협약 명시일)의 휴일근무(내근에

한함)에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다.

초과근무 산정기준 2.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르면 “전일근무 및 탄력근무

제 실시 직원은 특근 명령에 따라 초과근무 인정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으로 산정하며, 08:00까지 조기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출근시간 ∼ 09:00까지 초과근무로 인정한다. 다만, 08:30까지 조기 출근하였을 경우

에는 18:30분 이후에 퇴근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로 인정하고, 퇴근시간이 18:30

이후가 아닌 경우에는 08:00까지 출근한 경우에만 초과근무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급여규정 제6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에 따르면 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4,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초과

근무한 직원(3급 이상 보직자 제외)에게는 ㅇㅇ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근무수

당을 각각 지급할 수 있으며, 직급별 지급한도 시간수는 3급: 10시간, 4급: 14

시간, 5급: 16시간, 6급: 20시간, 7급(갑, 을): 20시간, 기능직: 12시간, 보조직

2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과근무 산정기준 7. 초과근무 산정시간 마에 “초과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초과 근무한 총시간에서 직급별 기본급에 편입된 시간



- 22 -

(3급: 13, 4급: 13, 5급: 14, 6급: 17, 기능직: 15)을 공제한 후 급여규정 에서 정한

제한시간 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기본급에 편입된 시간공제에 대해서는

2007. 6. 1. 이전 입사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매월 말일 기준 특근명령부를 근거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출퇴근기록기 근태기록을 점검하여 착오 지급분에 대하여는

즉시 정산 조치하여야 하며, 각 부서별 근태담당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개인별

초과근무 현황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한편, ㅇㅇㅇㅇ실에서는 직원 출퇴근 관리 철저 협조요청(ㅇㅇㅇㅇ실-4065,

2016. 5. 17.) 등 수차례에 걸쳐 근태기록(출퇴근) 누락을 방지하고자 통지한 바

있다.

따라서 직원들은 항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퇴근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출퇴근카드 미소지 등의 사유로 체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ERP 근태관리시스템으로 출퇴근 정정신청을 하여 월 근태 마감에 이상이 없도

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초과근무 산정기준” 개정 알림 이후 출퇴근 정정 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정정사례가 빈번하고 정정신청 후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초과근무를

신청 및 승인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초과근무 산정기준 에 따른 출퇴근 정정 후 초과근무를 인정받기 위

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승인토록 초과근무 산정기준 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신분증 미지참 등으로 체크하지 못할 경

우 지문 등록을 통하여 정정사항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관련부서 의견 ㅇㅇㅇㅇ실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근

태관리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하여 초과근무 산정기준 을 합리적으로 개선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ㅇㅇㅇㅇ실장)은 전 직원 출퇴근 시

사원증 및 지문인식 병행으로 출퇴근 정정을 최소화하고 출퇴근 정정 후 초과근

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승인토록 초

과근무 산정기준 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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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018 - 12 감사자 계약직 4급상당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ㅇㅇㅇㅇ실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2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제        목     외부강의(회의) 사전승인 부적정 및 교육미이수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ㅇㅇㅇㅇ실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임직원 외부강

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ㅇㅇㅇㅇ실에 보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소속직원은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 및 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9조 제1항에는 “임직원은 대가를 받

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

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

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한국국토정보공사 e-감사시스템(별지

제4호 서식)에 등록하여 해당 승인자(별표 제5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

상은 별표 제5호와 같다. 다만 비밀보장 및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어 의뢰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임직원 외부강의 등 업무처리

요령’에서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기 7일 전에 erp시스템/개인정보/외부강의 등

록 화면에서 신고하고, 비밀보장 및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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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

로 사후 신고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7일 전에 erp시

스템에 등록하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부득이 미리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후 신고하

여야 한다.

[표 1] 2017년 상반기 외부강의 신고 현황

※ 자료: ERP 외부강의 등록 자료 재구성 

[표 2] 2017년 하반기 외부강의 신고 현황

※ 자료: ERP 외부강의 등록 자료 재구성 

소속 직급 성  명
외부강의

참석일자
외부강의
신고일자 위반내용 비고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7.25. 2017.7.21.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8.11. 2017.8.7.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6.1.14.~
2016.5.16. 2017.8.30. 사전미승인, 사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9.11. 2017.9.7.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9.26. 2017.9.22.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10.19. 2017.10.18.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11.23. 2017.11.21.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12.28. 2017.12.26. 사전승인기간위반

소속 직급 성  명
외부강의

참석일자
외부강의
신고일자 위반내용 비고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1.23. 2017.1.31. 사전미승인, 사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4.6. 2017.4.18. 사전미승인, 사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5.12. 2017.5.10.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6.8. 2017.6.8.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6.15. 2017.6.14. 사전승인기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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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1], [표 2]와 같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가하거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

하고 있으며, 본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상

반기와 하반기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개선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2017년 상반기 외부강의 등 직무교육 결과

※ 자료: 2017년 상반기 외부강의등 직무교육 결과 보고(ㅇㅇ지사-3777호, 2017.08.30.) 자료 재구성

특히 반복적으로 외부강의·회의 등 사전신고 규정을 위반한 ㅇㅇㅇ가 2017

상반기 실태조사 후 실시한 교육에 불참하였으나 본부는 지사로부터의 교육결과

보고를 받고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ㅇㅇㅇ는 하반기에도 동일

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처럼 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신고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통제시스템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실태조사와 교육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실제 실효성이 없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국토정보공사(ㅇㅇㅇㅇ실장)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

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ㅇㅇㅇㅇ실장)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제하고, 반복적으로 위

반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승인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외부강의 등에 대한 업무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시 교육장소 부서명 직급/직위 성  명 미참석 이유

2017.8.29.(화) ㅇㅇ지사사무실 ㅇㅇ지사 지사장 ㅇㅇㅇ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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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018 - 13 감사자 계약직 4급상당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한국국토정보공사

ㅇㅇ처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2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제        목     수의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한국국토정보공사 ㅇㅇ처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계약규정」제5조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

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계약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사무처리규칙」제25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

고 있고, 같은 규칙 제30조는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3000만 원 이하의 계약

을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약이 「계약사무처리규

칙」제25조에서 정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검토를 한 후,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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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성기업과 3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

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계약의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때, 「계약사무처리규

칙」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표]와 같이 30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계약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여성기업 수의계약체결 현황

※ ㅇㅇㅇㅇ처-4744호,4797호, ㅇㅇㅇㅇ처-5244호,5577호,5585호 자료 재구성

결과적으로 여성기업과 하는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결정에 있어서, 수의

계약 요건과 1인 견적서 요건에 대한 검토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사규와 실제 업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한국국토정보공사(ㅇㅇ처)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

록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ㅇㅇ처장)은 3000만 원 이하의 여성기

업대상 수의계약 업무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규

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자
수의계약
사유

비고

본부 옥상방수 공사 2017. 11. 1.
19,78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주식회사 ㅇㅇ
대표 ㅇㅇㅇ 여성기업

지사 비가림막 설치공사 2017. 12. 19. 31,307,100원
(부가가치세포함)

ㅇㅇㅇ컴퍼니 ㅇㅇㅇ
대표 ㅇㅇㅇ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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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1 감사자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인 정보 입력 소홀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 관내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 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를 반환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무통장 입금 또는

통상환으로 반환하고 있다.

업무규정시행규칙 제32조(반환금 및 추가납부 통지)에 따르면 측량완료 후

수수료를 정산한 결과 수수료가 초과수입 된 경우에는 무통장입금 또는 통상환

등으로 반환 조치하여야 하며,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가족 또는 실제 측량수수료를

납부한자에게 반환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접수자는 지적측량을 접

수할 때에는 의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고객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확

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5)(이하 “COS”라 한다.)에서 의뢰인을 입력할 경

우에는 소유자(위임받은 자) 또는 실제 지적측량수수료를 납부한 자를 입력하여

야 하고, 정산결과에 따른 반환금을 의뢰인과 다른 명의로 반환할 때에는 의뢰인

으로부터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본부의 관내 지사에서는 COS의 지적측량수수료 정산명세서에 따

5) 지적측량업무 중에서 상담, 접수, 정산, 통계 등을 지원하는 정보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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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뢰인과 반환금 수령인(이하 “예금주”라 한다.)이 다를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 동의서”를 받았어야 하고, COS의 미반환금대장에서 송금계좌 정보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처리일자)와 의뢰인의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하고 반환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지사에서는 [별표]와 같이 COS의 지적측량수수료 정산명세서에서

의뢰인과 예금주의 정보가 다른데도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 동의서” 없이

반환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COS의 예금주 정보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6)(이하 “ERP”라 한

다.)의 예금주 정보가 다르게 관리 되는 등 공사에서 관리하는 위 시스템의 데

이터 정합성(무결성)7)을 확보하지 못했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COS에서 지적측량업무를 정산할 때

미반환금이 발생하여 의뢰인과 반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동의서”를 첨부하고, 송금계좌의 정보(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처

리일자)를 정확히 입력하여 처리하도록 교육하는 등 지적측량 반환업무를 철저

히 하시기 바랍니다.

6) 공사의 업무 중에서 회계, 계산, 인사, 급여, 복무 등을 처리하는 정보화 시스템임

7)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이란 컴퓨팅 분야에서 완전한 수명 주기를 거치고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증

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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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COS와 ERP에서의 예금주(반환금 수령인) 입력 현황

(2017. 1. 1.∼2018. 4. 20.)

순번 지사명 접수일자 의뢰인 반환일자 반환금액 COS예금주 ERP예금주

1 ㅇㅇㅇㅇ 2017. 2. 8. ㅇㅇㅇ 2017. 2. 20.  64,000 ㅇㅇㅇ ㅇㅇㅇ

2 ㅇㅇㅇㅇ 2017. 2. 17. ㅇㅇㅇ 2017. 2. 28.  158,000 ㅇㅇㅇ ㅇㅇㅇ

3 ㅇㅇ 2017. 3. 27. (주)ㅇㅇㅇㅇㅇㅇㅇㅇㅇ 2017. 4. 12. 445,000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4 ㅇㅇ 2017. 6. 29. ㅇㅇㅇ 2017. 7. 6.  116,000 ㅇㅇㅇ ㅇㅇㅇ

5 ㅇㅇ 2017. 10. 13. ㅇㅇㅇ 2017. 11. 3.  399,000 ㅇㅇㅇㅇㅇ1리 ㅇㅇㅇ

6 ㅇㅇ 2017. 1. 25. ㅇㅇㅇ 2017. 2. 6.  100,000 ㅇㅇ은행 ㅇㅇㅇ

7 ㅇㅇ 2017. 1. 12. ㅇㅇㅇ 2017. 1. 20. 129,000 ㅇㅇㅇㅇㅇㅇ경로당 ㅇㅇㅇ

8 ㅇㅇ 2017. 1. 25. ㅇㅇㅇㅇㅇ주식회사 2017. 2. 28. 313,000 ㅇㅇㅇ300 ㅇㅇㅇㅇㅇ주식회사

9 ㅇㅇ 2017. 2. 8. ㅇㅇㅇ 2017. 2. 28. 369,000 ㅇㅇㅇㅇ종중 ㅇㅇㅇ

10 ㅇㅇ 2017. 4. 28. ㅇㅇ 2017. 5. 25. 478,000 주식회사ㅇㅇㅇㅇㅇ ㅇㅇㅇ(대표자)

11 ㅇㅇ 2017. 9. 15. 주식회사ㅇㅇㅇㅇ 2017. 10. 17.  12,000 ㅇㅇㅇ하우징 주식회사ㅇㅇㅇㅇ

12 ㅇㅇ 2017. 7. 25. ㅇㅇㅇ 2017. 8. 3. 491,000 ㅇㅇㅇ ㅇㅇㅇ

13 ㅇㅇ 2017. 10. 25. ㅇㅇㅇ 2017. 10. 27. 2,062,000 ㅇㅇㅇ ㅇㅇㅇ

14 ㅇㅇㅇㅇ 2017. 1. 9. ㅇㅇㅇ 2017. 4. 6.  767,000 ㅇㅇㅇ ㅇㅇㅇ

15 ㅇㅇㅇㅇ 2017. 3. 27. ㅇㅇㅇ 2017. 4. 4. 1,024,000 ㅇㅇㅇ ㅇㅇㅇ

16 ㅇㅇㅇㅇ 2017. 4. 4. ㅇㅇㅇ 2017. 5. 2.  505,000 ㅇㅇㅇ ㅇㅇㅇ

17 ㅇㅇㅇㅇ 2017. 6. 7. ㅇㅇㅇ 2017. 6. 16. 272,000 ㅇㅇㅇ ㅇㅇㅇ

18 ㅇㅇㅇㅇ 2017. 1. 24. ㅇㅇㅇ 2017. 1. 26. 1,137,000 ㅇㅇㅇ ㅇㅇㅇ

19 ㅇㅇ 2017. 2. 27. ㅇㅇㅇㅇ기술단 2017. 3. 15. 359,000 ㅇㅇㅇ ㅇㅇㅇ(대표자)

20 ㅇㅇ 2017. 6. 21. ㅇㅇㅇ 2017. 7. 10. 894,000 ㅇㅇㅇ ㅇㅇㅇ

21 ㅇㅇ 2017. 1. 1. ㅇㅇㅇ 2017. 1. 4. 318,000 ㅇㅇㅇ ㅇㅇㅇ

22 ㅇㅇ 2017. 6. 14. ㅇㅇㅇ 2017. 6. 26. 339,000 ㅇㅇㅇ ㅇㅇㅇ

23 ㅇㅇ 2017. 2. 9. ㅇㅇㅇ 2017. 2. 17.  243,000 ㅇㅇㅇ ㅇㅇㅇ

24 ㅇㅇ 2017. 8. 16. ㅇㅇㅇ 2017. 8. 18. 661,000 ㅇㅇㅇ ㅇㅇㅇ

25 ㅇㅇ 2017. 10. 17. ㅇㅇㅇ 2017. 10. 24. 382,000 ㅇㅇㅇ ㅇㅇㅇ

※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자료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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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2 감사자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ㅇㅇㅇㅇ처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유연근무제 운영 불합리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ㅇㅇㅇㅇ처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문화를 지향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근로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자율적·창의적인 조직문화 달성을 위해 유연근무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17조(탄력근무 기간, 시간 및 유형)에 따르면 탄력

근무 기간은 최소 1주 이상이고,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일반근무 직원

과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공동근무

시간대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탄력근무 유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가급적 1시간 단위로

출근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0분 단위로 출근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여 육아, 간병, 원거리출퇴근, 자기계발 등 개인사정이 있을

경우 요일별로 탄력근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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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8)에서는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선

사항 알림’(인사처-4400, 2017. 8. 7.)으로 원격근무 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고객담당, 행정담당 직무의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방안을 모색하도

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위 본부는 관내 지사뿐만 아니라 본부내에서의 직무를 담당하는 직

원인 경우에도 유연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본부에서는 [별표]와 같이 ㅇㅇㅇㅇㅇㅇ처 등 총 9건을 제외한 ㅇ

ㅇㅇㅇ처와 ㅇㅇㅇㅇ처 직원들이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한 실적은 전혀 없었다.

그 결과 위 본부의 ㅇㅇㅇㅇ처와 ㅇㅇㅇㅇ처 직원들은 일과 가정생활 균형

을 위해 추진하는 유연근무 제도의 취지에 적극 동참하지 못했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지역본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본부 내 부서

직원들의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직원들이 근로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

한 자율적·창의적인 조직문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적극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8)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2017. 12. 1. ~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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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서의 유연근무 현황표

[ㅇㅇㅇㅇ지역본부]                                                   (2017. 1. 1.∼2018. 4. 27.)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신청일자 근무기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신청사유

시차출퇴근형 본부장 ㅇㅇㅇ 2017.05.23.

2017.06.01.

~

2017.12.31.

월:09시00분~18시00분

화:09시00분~18시00분

수:09시00분~18시00분

목:09시00분~18시00분

금:07시00분~16시00분

자기계발

시차출퇴근형 ㅇㅇㅇㅇㅇㅇ처
국토정보직  

6급
ㅇㅇㅇ 2017.01.23.

2017.01.25.

~

2017.02.01.

월:09시00분~18시00분

화:09시00분~18시00분

수:09시00분~18시00분

목:07시00분~16시00분

금:09시00분~18시00분

설명절  

장거리 이동

시차출퇴근형 ㅇㅇㅇㅇㅇㅇ처
국토정보직  

5급
ㅇㅇㅇ 2017.01.23.

2017.01.26.

~

2017.02.02.

월:09시00분~18시00분

화:09시00분~18시00분

수:09시00분~18시00분

목:08시00분~17시00분

금:09시00분~18시00분

설명절장거

리이동

시차출퇴근형 ㅇㅇㅇㅇㅇㅇ처
국토정보직  

7급(갑)
ㅇㅇㅇ 2017.01.23.

2017.01.26.

~

2017.02.01.

월:09시00분~18시00분

화:09시00분~18시00분

수:09시00분~18시00분

목:07시00분~16시00분

금:09시00분~18시00분

설명절  

장거리 이동

시차출퇴근형 ㅇㅇㅇㅇㅇㅇ처
국토정보직  

6급
ㅇㅇㅇ 2017.01.23.

2017.01.26.

~

2017.02.01.

월:09시00분~18시00분

화:09시00분~18시00분

수:09시00분~18시00분

목:08시00분~17시00분

금:09시00분~18시00분

설명절  

장거리 이동

시차출퇴근형 ㅇㅇㅇㅇㅇㅇ처
국토정보직  

6급
ㅇㅇㅇ 2017.01.23.

2017.01.25.

~

2017.01.31.

월:09시00분~18시00분

화:09시00분~18시00분

수:09시00분~18시00분

목:08시00분~17시00분

금:09시00분~18시00분

설명절  

장거리 이동

시차출퇴근형 ㅇㅇㅇㅇㅇㅇ처
국토정보직  

6급
ㅇㅇㅇ 2017.01.20.

2017.01.23.

~

2017.01.29.

월:09시00분~18시00분

화:09시00분~18시00분

수:09시00분~18시00분

목:07시00분~16시00분

금:09시00분~18시00분

설명절  

장거리 이동

시차출퇴근형 ㅇㅇㅇㅇㅇㅇ처
국토정보직  

7급(을)
ㅇㅇㅇ 2018.01.24.

2018.01.26.

~

2018.01.26.

월:09시00분~18시00분

화:09시00분~18시00분

수:09시00분~18시00분

목:09시00분~18시00분

금:07시00분~16시00분

가족행사

시차출퇴근형 ㅇㅇㅇㅇㅇㅇ처
국토정보직  

7급(을)
ㅇㅇㅇ 2018.04.19.

2018.04.20.

~

2018.06.02.

월:09시00분~18시00분

화:09시00분~18시00분

수:09시00분~18시00분

목:09시00분~18시00분

금:07시30분~16시30분

원거리  

출퇴근

※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자료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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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3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실사위원회 운영 소홀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 ㅇㅇㅇㅇ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지적측량 성과를

재검토하여 결정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본부 내에 실사

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사의 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3조에는 “실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역본부장, 위원은 지

적측량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지역본부 관내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ㅇ

ㅇㅇㅇ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본부 ㅇㅇㅇㅇ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분쟁토지 관할 시·도, 시·군·구의 지적주무과장이나 지적담당중 1명과 지

역주민 1명, 지적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지적기술자 2명 이하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고 되어있다.

같은 지침 제25조에 의하면 지적측량 성과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측량자 간

에 의견이 다를 경우 해당 지사는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지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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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성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된 사항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객·관련측량자·지

사장·지역본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실사위원회에 지적측량실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30조에 의하면 실사위원회 심의와 의결 결과에 따라 의결

서와 통지서를 작성하여야하고 통지서는 청구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하며, 해당

지사에도 의결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2015. 1. 1.에서 2018. 4. 20.까지 본부 지적측량 실사위원회를 점검 한

결과 1건의 실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표] 와 같이 실사위원회 구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서 없이 민원 접수하여 개최하는 등 지적측량실사위원회 운

영을 소홀히 하였다.

[표] ㅇㅇㅇㅇ지역본부 실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 (2015.1.1.∼2018.4.20.)

구분 구성 청구서 개최계획 개최결과 의결서 통보서
통보서

발송
비고

관련서류 × × ○ ○ ○ ○ ×
CRM

(의결서 첨부 누락)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관련 지침에 따라 민원 행정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

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ㅇㅇㅇㅇ처장)은 지적측량실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등록된 지적측량실사위원회 의결서를 CRM에 등록 조치하며, 지적

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

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행정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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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4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측량(전산)장비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내        용
공사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측량장비(이하 ‘전산장비’를 포함한다)의 관

리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산이동현황을 정확히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규정 제26조(측량장비관리)에 “측량장비 분임취급자는 측량장비를 자산

관리시스템(ERP)에서 관리 및 수불현황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하며, 직원이 지

역본부 내 지사 간 이동된 때에는 지사장은 자산관리시스템(ERP)에서 인계인수

하고, 인수받은 지사장이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ㅇㅇㅇㅇ지역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보유한 장비에 대한

공차 등 자산 이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명, 기계번호 등을 기재한 문서를

시행하여 자산이동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직원이 본부 내 지사 간

이동 ‘본부 ㅇㅇㅇㅇ처-701(2018. 2. 13.) 직원 인사발령(보직, 전보)’ 된 때에는 인수

받은 지사장이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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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8년 장비 공차 현황

그런데도 [표] 현황과 같이 측량장비를 10회 공차하면서 5회에 걸쳐 공차

요청에 대한 승인 없이 장비를 공차 하였고, 지사 간 직원이 이동하였음에도 측량

장비를 인수받은 지사에서 인수보고를 받지 않는 등 측량장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

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장비 관리 업무를 철

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사 요청일 장비명 수량(대) 기간 승인여부

ㅇㅇ지사 01월 17일 GNSS 6 1. 24. ~ 1. 26. x

ㅇㅇ지사 01월 29일 GNSS 10 2.  5. ~ 2. 10. x

ㅇㅇㅇㅇ지사 02월 14일 GNSS 15 2. 22. ~ 2. 28. x

ㅇㅇㅇㅇ지사 02월 21일 GNSS 15 3.  5. ~ 3.  9. x

ㅇㅇ지사 03월 05일 GNSS 10 3. 12. ~ 3. 23. o

ㅇㅇ지사 03월 15일 GNSS 15 4.  2. ~ 4.  6. o

ㅇㅇ지사 03월 22일 GNSS 10 3. 29. ~ 3. 30. o

ㅇㅇ지사 03월 30일 GNSS 6 4. 12. ~ 4. 16. x

ㅇㅇ지사 04월 3일 GNSS 10 4.  9. ~ 4. 11. o

ㅇㅇ지사 04월 4일 GNSS 15 4.  5. ~ 4.  6.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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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05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출퇴근 관리 및 초과근무 부적정 적용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 ㅇㅇㅇㅇ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직원들의 근태사

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태관련 수기장부를 폐지하고 전산시스템

(시범운영 테스트 완료 2015. 5. 6. ∼ 6. 30.)을 도입하여 출․퇴근 상황을 전사

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9)하여 관리하고 있다.

공사는 정관 제28조제2항에 따라 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복무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준수사항) 제1호 성실의 의무에는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퇴근 등록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의

9) ㅇㅇㅇㅇ실-4161(2015. 5. 7.), ㅇㅇㅇㅇ실-4702(2015. 5. 26.), ㅇㅇㅇㅇ실-5445(2015. 6. 16.)호로 문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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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 지시하였으며 근태관련 매뉴얼을 통한 기관별 전달교육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7. 1. 1.∼ 2018. 4. 20.까지 본부 개인별 근태현황(출․퇴근 정정)을

점검 한 결과 [별표1] 현황과 같이 카드리더기 오류, 서버오류, 카드미지참 등의

사유로 인한 근태 정정사항이 4,383건에 달하며 정정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수정(가급적 1주일 이내)10)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표2] 현황과 같이 근태관

련 중요 기초자료가 되는 개인별 출․퇴근 정정사항을 짧게는 당일, 길게는 20일

이 경과한 후 정정하는 등 개인별 근태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출퇴근 정정 후 초과근무 신청한 97건 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

빙자료 없이 승인한 내역이 20건에 달한다.

그 결과 복무규정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 을 준용하지 않는 등 근태 업무

처리에 소홀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근태관리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겠으며,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복무규정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 등

관련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출퇴근 정정 후 초과근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근무를 승인하시기 바랍니다.

10) ㅇㅇㅇㅇ실-4065(2016. 5. 17.)호로 문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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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소속기관별 출 ․ 퇴근 정정 승인 현황

[ㅇㅇㅇㅇ지역본부]                                                   (2017. 1. 1.∼2018. 4. 20.)

구 분 소 속 신청사유 승인 수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기타 13

서버오류 1
카드리더기오류 99

카드미지참 52
소계 165

ㅇㅇㅇㅇㅇㅇ처

기타 26

카드리더기오류 146
카드미지참 14

소계 186

ㅇㅇㅇㅇ처

기타 9

서버오류 3
카드리더기오류 268

카드미지참 7
소계 287

ㅇㅇㅇㅇ지사

기타 99

서버오류 5
카드리더기오류 246

카드미지참 105
소계 455

ㅇㅇㅇㅇ지사

기타 78

서버오류 14
카드리더기오류 264

카드미지참 54
소계 410

ㅇㅇ지사

기타 17

카드리더기오류 203
카드미지참 52

소계 272

ㅇㅇ지사

기타 46

카드리더기오류 13
카드미지참 96

소계 155

ㅇㅇ지사

기타 1

카드리더기오류 129
카드미지참 2

소계 132

ㅇㅇ지사

기타 16

서버오류 10
카드리더기오류 364

카드미지참 28
소계 418

ㅇㅇ지사

기타 141

서버오류 13
카드리더기오류 185

카드미지참 48
카드분실 2

소계 389

ㅇㅇㅇㅇ지사

기타 19

서버오류 5
카드리더기오류 53

카드미지참 10
소계 87

ㅇㅇ지사 기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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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총무관리 출 ․ 퇴근 정정 현황 재구성

구 분 소 속 신청사유 승인 수
카드리더기오류 189

카드미지참 43
카드분실 9

소계 289

ㅇㅇ지사

기타 17

서버오류 1
카드리더기오류 122

카드미지참 20
소계 160

ㅇㅇ지사

기타 34

서버오류 4
카드리더기오류 34

카드미지참 29
소계 101

ㅇㅇ지사

기타 21

카드리더기오류 53
카드미지참 8

소계 82

ㅇㅇ지사

기타 32

서버오류 6
카드리더기오류 128

카드미지참 12
소계 178

ㅇㅇ지사

기타 4

카드리더기오류 83
카드미지참 2

소계 89

ㅇㅇ지사

기타 10

서버오류 27
카드리더기오류 95

카드미지참 7
소계 139

ㅇㅇ지사

기타 43

서버오류 2
카드리더기오류 140

카드미지참 41
소계 226

ㅇㅇ지사

기타 32

카드리더기오류 109
카드미지참 22

소계 163
합 계 　 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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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직원 출 ․ 퇴근 정정 후 초과근무 신청 및 승인 현황

[ㅇㅇㅇㅇ지역본부]                                                   (2017. 1. 1.∼2018. 4. 20.)

근무일자 정정일 초과
일수 소속 직급 성명 근무

구분
정정
시간 신청사유 증빙

자료 특근시간 초과근무

2017-06-07 2017-06-08 1 ㅇㅇㅇㅇㅇㅇ처 4급 ㅇㅇㅇ 출근 7:40 카드리더기오류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8-01-08 2018-01-10 2 ㅇㅇ 5급 ㅇㅇㅇ 출근 8:15 카드리더기오류 × 08:20 ~ 09:00 00시간40분

2017-12-21 2017-12-21 0 ㅇㅇ 5급 ㅇㅇㅇ 출근 8:20 카드리더기오류 ○ 08:30 ~ 09:00 00시간30분

2018-01-04 2018-01-05 1 ㅇㅇ 7급(을) ㅇㅇㅇ 퇴근 21:14 카드리더기오류 × 18:30 ~ 19:30 01시간00분

2017-04-05 2017-04-06 1 ㅇㅇ 　 ㅇㅇㅇ 출근 8:00 카드리더기오류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10-10 2017-10-30 20 ㅇㅇ 4급 ㅇㅇㅇ 퇴근 22:00 익일04시퇴근 ○ 19:00 ~ 22:00 03시간00분

2017-06-05 2017-06-08 3 ㅇㅇㅇㅇ 7급(을) ㅇㅇㅇ 퇴근 18:00 서버오류 ○ 19:00 ~ 20:08 01시간00분

2017-06-07 2017-06-08 1 ㅇㅇㅇㅇ 7급(을) ㅇㅇㅇ 퇴근 18:00 서버오류 ○ 19:00 ~ 20:02 01시간00분

2017-11-20 2017-11-23 3 ㅇㅇㅇㅇ 7급(을) ㅇㅇㅇ 퇴근 21:43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1:00 02시간00분

2017-11-20 2017-11-23 3 ㅇㅇ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7:38 카드리더기오류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11-21 2017-11-23 2 ㅇㅇ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7:46 카드리더기오류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11-21 2017-11-23 2 ㅇㅇㅇㅇ 7급(을) ㅇㅇㅇ 퇴근 20:35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11-23 2017-11-23 0 ㅇㅇ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7:39 카드리더기오류 ○ 07:40 ~ 09:00 01시간20분

2018-01-04 2018-01-15 11 ㅇㅇㅇㅇ 5급 ㅇㅇㅇ 출근 7:34 서버오류 × 07:34 ~ 09:00 01시간20분

2018-01-04 2018-01-15 11 ㅇㅇㅇㅇ 5급 ㅇㅇㅇ 퇴근 20:58 서버오류 × 18:30 ~ 20:58 02시간20분

2018-01-09 2018-01-12 3 ㅇㅇㅇㅇ 5급 ㅇㅇㅇ 퇴근 21:10 서버오류 ○ 18:30 ~ 21:10 02시간40분

2018-01-09 2018-01-12 3 ㅇㅇㅇㅇ 5급 ㅇㅇㅇ 출근 7:51 서버오류 ○ 07:51 ~ 09:00 01시간00분

2018-03-06 2018-03-06 0 ㅇㅇㅇㅇ 5급 ㅇㅇㅇ 출근 7:55 카드리더기오류 × 07:55 ~ 09:00 01시간00분

2017-04-07 2017-04-10 3 ㅇㅇㅇㅇ 5급 ㅇㅇㅇ 출근 7:45 카드미지참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05-16 2017-05-18 2 ㅇㅇ 4급 ㅇㅇㅇ 퇴근 19:40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19:40 00시간40분

2017-12-06 2017-12-08 2 ㅇㅇ 4급 ㅇㅇㅇ 퇴근 19:33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19:33 00시간30분

2017-08-14 2017-08-14 0 ㅇㅇ 5급 ㅇㅇㅇ 출근 7:59 카드미지참 × 07:59 ~ 09:00 01시간00분

2017-02-28 2017-03-02 2 ㅇㅇ 5급 ㅇㅇㅇ 퇴근 22:45 서버오류 ○ 19:00 ~ 19:40 00시간40분

2017-04-24 2017-04-25 1 ㅇㅇ 4급 ㅇㅇㅇ 출근 7:42 카드리더기오류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12-18 2017-12-19 1 ㅇㅇ 5급 ㅇㅇㅇ 퇴근 21:00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1:00 02시간00분

2018-01-09 2018-01-10 1 ㅇㅇ 5급 ㅇㅇㅇ 퇴근 20:50 카드리더기오류 ○ 18:30 ~ 20:50 02시간20분

2018-01-30 2018-01-31 1 ㅇㅇ 5급 ㅇㅇㅇ 퇴근 19:40 카드리더기오류 ○ 18:30 ~ 19:40 01시간10분

2018-02-12 2018-02-13 1 ㅇㅇ 5급 ㅇㅇㅇ 퇴근 20:30 카드리더기오류 ○ 18:30 ~ 20:30 02시간00분

2017-02-27 2017-02-28 1 ㅇㅇ 4급 ㅇㅇㅇ 퇴근 22:26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2:00 03시간00분

2017-02-16 2017-02-22 6 ㅇㅇ 4급 ㅇㅇㅇ 퇴근 21:11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1:00 02시간00분

2017-02-17 2017-02-22 5 ㅇㅇ 4급 ㅇㅇㅇ 출근 7:43 카드리더기오류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03-21 2017-03-30 9 ㅇㅇ 4급 ㅇㅇㅇ 퇴근 20:14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7-19 2017-07-20 1 ㅇㅇ 7급(을) ㅇㅇㅇ 퇴근 20:10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2-16 2017-02-21 5 ㅇㅇ 4급 ㅇㅇㅇ 퇴근 20:04 서버오류 ○ 19:00 ~ 20:06 01시간00분

2017-02-17 2017-02-21 4 ㅇㅇ 4급 ㅇㅇㅇ 출근 7:49 서버오류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06-21 2017-06-26 5 ㅇㅇ 4급 ㅇㅇㅇ 퇴근 20:29 서버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3-07 2017-03-16 9 ㅇㅇ 7급(을)　 ㅇㅇㅇ 퇴근 22:30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5-10 2017-05-14 4 ㅇㅇ 5급 ㅇㅇㅇ 출근 7:37 카드리더기오류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02-22 2017-02-23 1 ㅇㅇ 7급(갑) ㅇㅇㅇ 퇴근 23:25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4-24 2017-04-26 2 ㅇㅇ 7급(갑) ㅇㅇㅇ 퇴근 21:55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5-08 2017-05-23 15 ㅇㅇ 7급(갑) ㅇㅇㅇ 퇴근 21:44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1:04 02시간00분

2017-05-16 2017-05-18 2 ㅇㅇ 7급(갑) ㅇㅇㅇ 퇴근 21:09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1:09 02시간00분

2017-05-30 2017-05-31 1 ㅇㅇ 7급(갑) ㅇㅇㅇ 퇴근 20:13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6-05 2017-06-08 3 ㅇㅇ 7급(갑) ㅇㅇㅇ 퇴근 20:03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8-18 2017-08-21 3 ㅇㅇ 7급(갑) ㅇㅇㅇ 퇴근 22:20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4-24 2017-04-28 4 ㅇㅇ 7급(을) ㅇㅇㅇ 퇴근 20:05 카드리더기오류 ○ 18:00 ~ 20:00 01시간00분

2017-02-21 2017-02-24 3 ㅇㅇ 7급(을) ㅇㅇㅇ 퇴근 21:18 서버오류 ○ 19:00 ~ 20:30 01시간30분

2017-02-21 2017-02-24 3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7:35 서버오류 ○ 07:40 ~ 09:00 01시간20분

2017-02-22 2017-02-24 2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7:24 서버오류 ○ 07:30 ~ 09:00 01시간30분

2017-02-23 2017-02-24 1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6:54 서버오류 ○ 07:00 ~ 09:00 02시간00분

2017-02-24 2017-02-24 0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7:25 서버오류 ○ 07:30 ~ 09:00 01시간30분

2017-02-21 2017-02-24 3 ㅇㅇ 7급(을) ㅇㅇㅇ 퇴근 20:51 서버오류 ○ 19:00 ~ 20:30 01시간30분

2017-02-21 2017-02-24 3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7:35 서버오류 ○ 07:40 ~ 09:00 01시간20분

2017-02-22 2017-02-24 2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7:24 서버오류 ○ 07:30 ~ 09:00 01시간30분

2017-02-23 2017-02-24 1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6:54 서버오류 ○ 07:00 ~ 09:00 02시간00분

2017-02-24 2017-02-24 0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7:25 서버오류 ○ 07:30 ~ 09:00 01시간30분

2017-02-14 2017-02-24 10 ㅇㅇ 4급 ㅇㅇㅇ 퇴근 21:05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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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총무관리 출 ․ 퇴근 정정 현황 재구성

근무일자 정정일
초과
일수 소속 직급 성명

근무
구분

정정
시간 신청사유

증빙
자료 특근시간 초과근무

2017-02-16 2017-02-24 8 ㅇㅇ 4급 ㅇㅇㅇ 퇴근 20:23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2-21 2017-02-24 3 ㅇㅇ 7급(을) ㅇㅇㅇ 퇴근 20:51 서버오류 ○ 19:00 ~ 20:30 01시간30분

2017-02-21 2017-02-24 3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6:56 서버오류 ○ 07:00 ~ 09:00 02시간00분

2017-02-22 2017-02-24 2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7:26 서버오류 ○ 07:30 ~ 09:00 01시간30분

2017-02-23 2017-02-24 1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6:46 서버오류 ○ 07:00 ~ 09:00 02시간00분

2017-02-24 2017-02-24 0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6:51 서버오류 ○ 07:00 ~ 09:00 02시간00분

2017-04-21 2017-04-24 3 ㅇㅇㅇㅇ처 4급 ㅇㅇㅇ 퇴근 23:30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1:00 02시간00분

2017-12-11 2017-12-12 1 ㅇㅇㅇㅇ처 4급 ㅇㅇㅇ 퇴근 20:00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8-03-08 2018-03-09 1 ㅇㅇㅇㅇ처 4급 ㅇㅇㅇ 퇴근 19:39 카드리더기오류 ○ 18:30 ~ 19:40 01시간00분

2017-10-16 2017-10-17 1 ㅇㅇㅇㅇ처 7급(을) ㅇㅇㅇ 퇴근 20:44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40 01시간40분

2017-10-24 2017-10-25 1 ㅇㅇㅇㅇ처 7급(을) ㅇㅇㅇ 퇴근 20:05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12-19 2017-12-20 1 ㅇㅇㅇㅇ처 7급(을) ㅇㅇㅇ 퇴근 20:51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1:30 01시간50분

2018-02-05 2018-02-06 1 ㅇㅇㅇㅇ처 7급(을) ㅇㅇㅇ 퇴근 19:52 카드리더기오류 ○ 18:30 ~ 19:30 01시간00분

2018-04-16 2018-04-17 1 ㅇㅇㅇㅇ처 7급(을) ㅇㅇㅇ 퇴근 19:56 카드리더기오류 ○ 18:30 ~ 20:20 01시간20분

2017-10-11 2017-10-12 1 ㅇㅇㅇㅇ처 보조인력 ㅇㅇㅇ 퇴근 20:12 출근모드로 
퇴근시간기록 ○ 19:00 ~ 20:10 01시간10분

2018-04-02 2018-04-03 1 ㅇㅇㅇㅇ처 7급(갑) ㅇㅇㅇ 퇴근 19:36 카드리더기오류 ○ 18:30 ~ 19:30 01시간00분

2017-12-13 2017-12-14 1 ㅇㅇㅇㅇ처 1등급 ㅇㅇㅇ 퇴근 20:40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1:00 01시간40분

2017-01-10 2017-01-11 1 ㅇㅇㅇㅇ처 사무보조 ㅇㅇㅇ 출근 8:00 카드리더기오류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01-13 2017-01-16 3 ㅇㅇㅇㅇ처 사무보조 ㅇㅇㅇ 출근 8:00 카드리더기오류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01-18 2017-01-18 0 ㅇㅇㅇㅇ처 사무보조 ㅇㅇㅇ 출근 8:00 카드리더기오류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04-17 2017-04-18 1 ㅇㅇㅇㅇ처 사무보조 ㅇㅇㅇ 퇴근 22:03
변경 신분증 

오류 ○ 19:00 ~ 22:00 03시간00분

2017-01-03 2017-01-06 3 ㅇㅇㅇㅇ처 보조인력 ㅇㅇㅇ 출근 8:20 카드리더기오류 ○ 08:20 ~ 09:00 00시간40분

2017-07-19 2017-07-20 1 ㅇㅇㅇㅇ처 보조인력 ㅇㅇㅇ 퇴근 20:10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5-18 2017-05-22 4 ㅇㅇㅇㅇ처 5급 ㅇㅇㅇ 퇴근 20:15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5-23 2017-05-25 2 ㅇㅇㅇㅇ처 5급 ㅇㅇㅇ 퇴근 20:05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8-01-25 2018-01-31 6 ㅇㅇㅇㅇ처 5급 ㅇㅇㅇ 퇴근 23:59 26일04:53퇴근 ○ 18:30 ~ 19:20 00시간50분

2017-07-11 2017-07-11 0 ㅇㅇㅇㅇ처 4급 ㅇㅇㅇ 출근 7:45 카드리더기오류 ○ 07:45 ~ 09:00 01시간10분

2017-11-07 2017-11-08 1 ㅇㅇㅇㅇ처 4급 ㅇㅇㅇ 퇴근 23:59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2:00 03시간00분

2018-01-22 2018-01-23 1 ㅇㅇㅇㅇ처 보조인력 ㅇㅇㅇ 퇴근 20:00 카드리더기오류 ○ 18:30 ~ 18:50 00시간20분

2017-06-19 2017-06-20 1 ㅇㅇ 5급 ㅇㅇㅇ 퇴근 19:38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1:02 02시간00분

2017-04-28 2017-05-04 6 ㅇㅇ 5급 ㅇㅇㅇ 퇴근 20:00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10-19 2017-10-25 6 ㅇㅇ 5급 ㅇㅇㅇ 퇴근 20:04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7-04-17 2017-04-25 8 ㅇㅇ 3급 ㅇㅇㅇ 퇴근 20:45 카드리더기오류 　 19:00 ~ 20:30 01시간30분

2017-06-05 2017-06-05 0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8:00 신규발령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07-06 2017-07-07 1 ㅇㅇ 7급(을) ㅇㅇㅇ 퇴근 19:00 카드 미입력에 
따른 신청

○ 19:00 ~ 20:10 01시간10분

2017-03-27 2017-03-27 0 ㅇㅇ 5급 ㅇㅇㅇ 퇴근 20:02 외출을 
퇴근으로착오 ○ 19:00 ~ 20:00 01시간00분

2018-03-28 2018-03-28 0 ㅇㅇ 7급(을) ㅇㅇㅇ 출근 7:20 카드리더기오류 ○ 07:30 ~ 09:00 01시간30분

2017-02-20 2017-02-20 0 ㅇㅇ 4급 ㅇㅇㅇ 출근 7:50 카드미지참 × 08:00 ~ 09:00 01시간00분

2017-01-03 2017-01-06 3 ㅇㅇㅇㅇ처 5급 ㅇㅇㅇ 출근 8:20 카드리더기오류 ○ 08:20 ~ 09:00 00시간40분

2017-02-07 2017-02-08 1 ㅇㅇㅇㅇ처 5급 ㅇㅇㅇ 출근 8:30 카드리더기오류 × 08:30 ~ 09:00 00시간30분

2017-07-06 2017-07-07 1 ㅇㅇ본부/ㅇ
ㅇㅇㅇ

4급 ㅇㅇㅇ 퇴근 21:00 카드리더기오류 × 19:00 ~ 21:00 02시간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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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06 감사자 기획경영직 3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588,010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시  정  요  구(회수)

제        목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에 근거

하여 공공기관으로써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을지연습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범 정부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훈련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을지연습 알림’11) 및 ‘을지

연습 훈련기간 복무관리 유의사항 알림’12) 공문을 시달하였다.

‘을지연습 훈련기간 복무관리 유의사항 알림’의 주요내용을 보면 “을지연습

및 비상근무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18:00)로 하고, 을지연습

시작과 동시에 실시하는 1일차 비상소집일13)에 한하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

연근무제 실시가 불가하며 필수요원은 07:00까지 출근하고 일반직원은 08:00까지

출근하여 비상소집 응소 서명부에 서명을 한 후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제출

11) 2016년도 을지연습계획 알림(ㅇㅇㅇㅇ실-4621, 2016. 6. 13.), 2017 을지연습 알림(ㅇㅇㅇㅇ실-4460, 2017. 7. 4.)
12) 훈련기간 복무관리 유의사항 알림 (ㅇㅇㅇㅇ실-6181, 2016. 8. 12. / ㅇㅇㅇㅇ실-5516, 2017. 8. 16.)
13) 비상소집일: 2016. 8. 22 /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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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상소집 조기출근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특근명령부를 근거로 산출하되,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조기출근에 따른 초과근무는 제외하고, 급여규정 및

ㅇㅇ집행지침 에 따라 익월 3일 이내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본부의 2016년 및 2017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별표]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과 같이 개인별 초과근무

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본사에서 지시한 ‘을지연습 훈련기간 복무관리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비상소집일 조기출근에 대한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6급(당시 소속 및 직급) 김정완 등 15명에게

588,01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과

다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

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과다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588,010원은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급여규정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고, 본사 지시시항을 적극 이행하며,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 지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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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 (2016 ~ 2017년)

 기관명: ㅇㅇㅇㅇ지역본부                                                                                                                                    (단위: 원, 시간)

연번
해당

년월일

당시

소속
사번

당시

직급
성명 입사일자 특근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비고
당시

통상임금

착오지급액 정당지급액
차액

(회수)시간 금액 시간 금액

1 2016-08-22 ㅇㅇ B10013 6급 ㅇㅇㅇ 2011-05-16 01:00 3,019,000 20 433,340 19   411,680 21,660 

2 2016-08-22 ㅇㅇ T04096 보조인력 ㅇㅇㅇ 2011-07-01 01:00 2,135,500 20 306,530 19   291,200 15,330 

3 2017-08-21 ㅇㅇㅇㅇ 930048  4급 ㅇㅇㅇ 1993-07-01 01:00 4,717,000 14  473,950 13   440,100 33,850 

4 2017-08-21 ㅇㅇㅇㅇ 970329  5급 ㅇㅇㅇ 1997-11-05 01:20 4,571,780 16    524,980 14   459,360 65,620 

5 2017-08-21 ㅇㅇㅇㅇㅇ
ㅇ처

B20053 6급 ㅇㅇㅇ 2012-04-23 01:00 3,103,000 20    445,400 19   423,130 22,270 

6 2017-08-21 ㅇㅇ 980122  5급 ㅇㅇㅇ 1998-05-11 01:00 4,405,320 16    505,870 15   474,250 31,620 

7 2017-08-21 ㅇㅇ A20047 5급 ㅇㅇㅇ 2002-03-04 01:20 4,237,840 16    486,640 14   425,810 60,830 

8 2017-08-21 ㅇㅇ 970230  5급 ㅇㅇㅇ 1997-06-02 01:00 4,446,930 16    510,650 15   478,730 31,920 

9 2017-08-21 ㅇㅇ 940226  5급 ㅇㅇㅇ 1994-10-01 01:10 4,740,270 16    544,330 14   476,290 6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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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 적용일: 2016. 8. 22. / 2017. 8. 21.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총무관리 특근명령부 재구성

※ 2016년 및 2017년 급여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 통상임금 산정

※ 초과근무수당 산출기초: 통상임금 × 1.5 / 209 × 근무시간

연번
해당

년월일

당시

소속
사번

당시

직급
성명 입사일자 특근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비고
당시

통상임금

착오지급액 정당지급액
차액

(회수)시간 금액 시간 금액

10 2017-08-21 ㅇㅇ 960171  5급 ㅇㅇㅇ 1996-06-07 01:20 4,488,550 16    515,430 14   451,000 64,430 

11 2017-08-21 ㅇㅇㅇㅇ 970114  5급 ㅇㅇㅇ 1997-04-21 01:00 4,531,180 16    520,320 15   487,800 32,520 

12 2017-08-21 ㅇㅇ 960076  5급 ㅇㅇㅇ 1996-04-29 01:10 4,418,550 16    507,390 14   443,960 63,430 

13 2017-08-21 ㅇㅇ 970199  5급 ㅇㅇㅇ 1997-04-21 01:00 4,446,930 16    510,650 15   478,730 31,920 

14 2017-08-21 서천 B60081 7급(을) ㅇㅇㅇ 2016-05-04 01:00 2,361,000 20    338,890 19   321,950 16,940 

15 2017-08-21 ㅇㅇ A50039 5급 ㅇㅇㅇ 2005-04-11 01:00 3,849,000 16    441,990 15   414,360 27,630 

계 58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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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07 감사자 기획경영직 3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16,680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시  정  요  구(회수)

제        목     위탁교육 대상자 교육여비(일비 및 식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임직원의 자질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한 연간 교육훈련계획과 관련하여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게

교육훈련규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육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교육훈련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육은 연수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위탁

교육, 수탁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조 제8호에 “위탁교육은

공사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국외 대학(원), 전문교육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ㅇㅇ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여비의

결제 및 정산은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에서는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위탁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14)’에 따라 합숙과 비합숙의 경우

를 구분하여 교육여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본부의 2017. 1. 1. ∼ 2018. 3. 31.까지 교육훈련비 집행내역을

14)  교육훈련규정 [별표 1]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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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한 결과 [별표] ‘위탁교육 대상자 교육여비(일비 및 식비) 지급현황’과 같이

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근무지 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비합숙으로 입교하는 ① ‘국어전문교육’ 및 ‘소방안전관리자

집합교육’의 경우 ‘일비’는 공통적으로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지급하고

기타일은 일비의 5할을 지급하여야 하며, ‘식비’는 여비규정 에 따라 지급하되

교육기간 5일에 대한 15식 중 교육훈련비에 포함된 5식(중식)은 차감하고 나머지

10식에 대하여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비’ 및 ‘식비’ 모두 전액 지급하였으며,

② ‘토지제도전문과정’의 ‘일비’는 합숙의 경우를 적용하여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

은 전액 지급하고 기타일은 숙박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이를 전액 지급

하는 등 교육여비 지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위탁교육 대상자 국토정보직 5급 ㅇㅇㅇ 등 4명에게 교육여비

216,68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과

다 지급한 교육여비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과다 지급한 교육여비 216,680원은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교육훈련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여비 지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구분
교육훈련
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인 

경우

여비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지급 않음

해당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여비규정상의 식비 지급.

단, 교육훈련기관이 식사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비에 포함하여 

공사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차감 

지급
비합숙의

경우

여비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 기타일은 여비규정상

  별표 1 일비의 5할

여비규정에 의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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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08 감사자 기획경영직 4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20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문  책  요  구

제        목     계약업무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문 책 대 상 자     ㅇ ㅇ ㅇ ㅇ 지역본부 ㅇㅇ지사장 ㅇㅇㅇ
문 책  종 류     기관장 경고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는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처

리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계약규정 제5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6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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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

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칙 제30조(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제4항에 따르면 “제25조제1항제

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제35조15)에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

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

여견적서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ㅇㅇ지구 신규등록 확정측량 부대업무 계약 현황

기관명: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금액단위: 원)

15) 제35조(입찰공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협장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7. 입찰보증금과 공사귀속에 관한 사항

     8. 낙찰자 결정방법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10.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하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3.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4.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그 내용

    15.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6.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비 고

2017-04-20

ㅇㅇ지구(ㅇㅇ호) 신규등록 확정측량

지적기준점 설치 용역 부대업무

9,900,000

㈜ㅇㅇㅇㅇ원

2017-05-08 9,900,000

2017-05-16 9,900,000

2017-05-23 7,672,500

2017-06-07 8,125,700

2017-07-06 3,212,000

합 계 6건 48,7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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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위 [표] ‘ㅇㅇ지구 신규등록 확정측량 부대업무 계약 현황’과

같이 총 계약금액이 48,710,200원으로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의 전자견적을 통한 입찰공고에 의하여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ㅇㅇㅇㅇ원(소재지: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1로 74-2, 2층)과

수의계약으로 분리 발주하여 ㅇㅇ지구 ㅇㅇ호 신규등록 확정측량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수행 업체를 선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의 입찰 및 낙찰절차를 위반

하여 사업 수행 업체를 선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① 계약업무 등 수행 시 계약사무처리

규칙 에 따른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

지 않도록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처분사유)에 따라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을 소홀히 처리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장(現 ㅇㅇ지사장)을 문

책(기관장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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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09 감사자 기획경영직 4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전자계약 등록) 소홀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에서는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계약규정」및「계약사무처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계약사무처리규칙」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는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

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수

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45조 제1항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조건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계약특수조건 및 시방서 등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6조16)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같은 규정 제45조 제3항

16) ① 계약담당자는 제4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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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추정가격이 100만 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

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ㅇㅇㅇㅇ지역본부에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계약실적

내역을 점검한 결과 [별표] ‘100만 원 이상 전자조달시스템 계약실적 미등록 현황’

과 같이 총 38건(194,830,850원)에 대한 계약 건을 집행하면서「계약사무처리규

칙」 제46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계약관련 통계자료로 활용할 계약실적

등록사항을 누락하는 등 계약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미등록된 계약 건에 대하여는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조치하고, 직무교육

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

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 건의 전자조달시스템 등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체결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조달시

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72조에 따른 계약 및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등의 매매계약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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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0만원 이상 전자조달시스템 계약실적 미등록 현황 (2017. 1. 1.∼ 2017. 12. 31.)

기관명: ㅇㅇㅇㅇ지역본부                                                                (단위: 원/ V.A.T 포함)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계약실적 내역 재구성

연번 기관명 계약일자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구분

1 ㅇㅇㅇㅇ 2017-07-05 오배수 배관 및 화장실 휀 교체공사 1,760,000 ㅇㅇㅇㅇㅇ 공사

2 ㅇㅇㅇㅇ 2017-10-11 ㅇㅇㅇ지구 대구획경지정리 부대업무 3,093,200 ㅇㅇ토건 용역

3 ㅇㅇ 2017-03-24 전산장비 캐논(ipf610) 수선 1,210,000 ㅇㅇㅇㅇ솔루션 용역

4 ㅇㅇ 2017-04-19 ㅇㅇ지구 신규등록 확정측량 부대업무 3,212,000 ㅇㅇㅇㅇ원 용역

5 ㅇㅇ 2017-04-19 ㅇㅇ지구 신규등록 확정측량 부대업무 9,900,000 ㅇㅇㅇㅇ원 용역

6 ㅇㅇ 2017-04-19 ㅇㅇ지구 신규등록 확정측량 부대업무 9,900,000 ㅇㅇㅇㅇ원 용역

7 ㅇㅇ 2017-04-19 ㅇㅇ지구 신규등록 확정측량 부대업무 9,900,000 ㅇㅇㅇㅇ원 용역

8 ㅇㅇ 2017-04-19 ㅇㅇ지구 신규등록 확정측량 부대업무 7,672,500 ㅇㅇㅇㅇ원 용역

9 ㅇㅇ 2017-04-19 ㅇㅇ지구 신규등록 확정측량 부대업무 8,125,700 ㅇㅇㅇㅇ원 용역

10 ㅇㅇ 2017-10-23 신ㅇㅇ 1,2호기 확정측량 부대업무 7,920,000 ㅇㅇㅇㅇ원 용역

11 ㅇㅇ 2017-10-23 신ㅇㅇ 1,2호기 확정측량 부대업무 4,673,900 ㅇㅇㅇㅇ원 용역

12 ㅇㅇ 2017-05-12 비품폐기 1,650,000 ㅇㅇㅇㅇㅇ가구 용역

13 ㅇㅇ 2017-06-09 방충망 설치 용역 2,937,000 ㅇㅇㅇㅇ건축 용역

14 ㅇㅇ 2017-04-03 사무실 칸막이 공사 2,654,300 ㅇㅇㅇㅇ장식 공사

15 ㅇㅇ 2017-05-11 임차사무실 수리 1,740,000 ㅇㅇㅇㅇ상사 용역

16 ㅇㅇ 2017-05-11 임차사무실 수리 6,721,000 ㅇㅇㅇ설비 용역

17 ㅇㅇㅇㅇ 2017-07-20 신축사옥 썬팅 및 도로표지판 설치 8,402,500 ㅇㅇㅇㅇㅇ기획 용역

18 ㅇㅇㅇㅇ 2017-05-24 사무실 이사비용 1,760,000 ㅇㅇ이사방 용역

19 ㅇㅇㅇㅇ 2017-04-27 ㅇㅇㅇ지구 경지정리 부대업무 1,492,700 ㅇㅇㅇ건설 용역

20 ㅇㅇ 2017-05-12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설치 6,088,500 ㅇㅇㅇㅇㅇ클럽 용역

21 ㅇㅇ 2017-09-13 세계측지계 지적기준점 설치 13,750,000 ㅇㅇㅇㅇㅇ클럽 용역

22 ㅇㅇ 2017-03-23 사옥 계단 비가림 공사 8,000,000 ㅇㅇ산업 공사

23 ㅇㅇ 2017-11-20 샤워실 리모델링 및 창문 방충망공사 9,900,000 ㅇㅇ자인 공사

24 서천 2017-06-02 서천발전본부 지적기준점 설치 1,940,400 ㅇㅇㅇㅇㅇ클럽 용역

25 서천 2017-02-16 삼산1지구 경지정리 지적기준점 설치 1,846,900 ㅇㅇㅇㅇㅇ클럽 용역

26 청양 2017-04-26 공기구비품 폐기 및 운송대금 1,650,000 ㅇㅇㅇㅇㅇ가구 용역

27 ㅇㅇ 2017-04-17 지적재조사업무 지적기준점 설치 3,279,100 ㅇㅇ토건 용역

28 ㅇㅇ 2017-04-24 홍동1지구 경지정리 기준점 설치 1,204,500 ㅇㅇ토건 용역

29 ㅇㅇ 2017-05-10 장곡면 일원 지적기준점 설치 5,962,000 ㅇㅇ토건 용역

30 ㅇㅇ 2017-05-19 홍동면 일원 지적기준점 설치 5,067,700 ㅇㅇ토건 용역

31 ㅇㅇ 2017-11-01 역재방죽지구 지적기준점 설치 2,087,800 ㅇㅇ토건 용역

32 ㅇㅇ 2017-11-15 홍동1지구 경지정리 경계점표지 설치 3,137,750 ㅇㅇ토건 용역

33 ㅇㅇ 2017-06-26 장은리 지적기준점 설치 9,478,700 ㅇㅇㅇㅇㅇ클럽 용역

34 ㅇㅇ 2017-06-28 궁포리 지적기준점 설치 7,251,200 ㅇㅇㅇㅇㅇ클럽 용역

35 ㅇㅇ 2017-06-29 성남리 지적기준점 설치 8,368,800 ㅇㅇㅇㅇㅇ클럽 용역

36 ㅇㅇ 2017-07-05 성호리 지적기준점 설치 6,803,500 ㅇㅇㅇㅇㅇ클럽 용역

37 ㅇㅇ 2017-05-17 공기구비품 폐기 및 운송료 1,650,000 ㅇㅇㅇㅇㅇ가구 용역

38 ㅇㅇ 2017-12-01 사무실 경계점표지 보관창고 설치 2,640,000 ㅇㅇ콘테이너 용역

합계 194,8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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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10 감사자 계약직 4급상당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외부강의(회의) 사전승인 부적정 및 교육미이수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임직원 외부강

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ㅇㅇㅇㅇ실에 보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소속직원은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 및 회의 등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9조 제1항에는 “임직원은 대가를 받

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

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

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한국국토정보공사 e-감사시스템(별지

제4호 서식)에 등록하여 해당 승인자(별표 제5호)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대

상은 별표 제5호와 같다. 다만 비밀보장 및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어 의뢰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방법을 정하고 있는 ‘임직원 외부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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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요령’에서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기 7일 전에 erp시스템/개인정보/외

부강의 등록 화면에서 신고하고, 비밀보장 및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의뢰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

에 서면으로 사후 신고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속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7일 전에 erp시

스템에 등록하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부득이 미리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후 신고하

여야 한다.

[표 1] 2017년 상반기 외부강의 신고 현황

※ 자료: ERP 외부강의 등록 자료 재구성 

[표 2] 2017년 하반기 외부강의 신고 현황

※ 자료: ERP 외부강의 등록 자료 재구성 

소속 직급 성  명
외부강의

참석일자
외부강의
신고일자

위반내용 비고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7.25. 2017.7.21.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8.11. 2017.8.7.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6.1.14.~
2016.5.16. 2017.8.30. 사전미승인, 사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9.11. 2017.9.7.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9.26. 2017.9.22.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10.19. 2017.10.18.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11.23. 2017.11.21.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12.28. 2017.12.26. 사전승인기간위반

소속 직급 성  명
외부강의

참석일자
외부강의
신고일자

위반내용 비고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1.23. 2017.1.31. 사전미승인, 사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4.6. 2017.4.18. 사전미승인, 사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5.12. 2017.5.10.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6.8. 2017.6.8. 사전승인기간위반

ㅇㅇ지사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2017.6.15. 2017.6.14. 사전승인기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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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 1], [표 2]와 같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가하거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

하고 있으며, 본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상

반기와 하반기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개선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2017년 상반기 외부강의 등 직무교육 결과

※ 자료: 2017년 상반기 외부강의등 직무교육 결과 보고(ㅇㅇ지사-3777호, 2017.08.30.) 자료 재구성

특히 반복적으로 외부강의·회의 등 사전신고 규정을 위반한 ㅇㅇㅇ가 2017

상반기 실태조사 후 실시한 교육에 불참하였으나 본부는 지사로부터의 교육결과

보고를 받고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ㅇㅇㅇ는 하반기에도 동일

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지역본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동일한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사전 신고 승인을

할 때, 사전신고기간을 위반한 신고에 대하여 승인을 제한하거나, 실태조사 결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임직원행동

강령」과 ‘외부강의·회의 등 업무처리요령’을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

부강의·회의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시 교육장소 부서명 직급/직위 성  명 미참석 이유

2017.8.29.(화) ㅇㅇ지사사무실 ㅇㅇ지사 지사장 ㅇㅇㅇ 유연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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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11 감사자 계약직 4급상당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수의계약 조건 검토 소홀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ㅇㅇ처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 (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계약규정」제5조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

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계약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사무처리규칙」제25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

고 있고, 같은 규칙 제30조는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여성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과 3,000만 원 이하의 계약

을 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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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계약이 「계약사무처리규

칙」제25조에서 정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인지 검토를 한 후, 수의계약

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성기업과 하는 3,0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

서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본부는 계약의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때, 「계약사무처리규

칙」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표]와 같이 3,0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계약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업무를 추진하였다.

[표] 여성기업 수의계약체결 현황

※ ㅇㅇㅇㅇ처-4744호,4797호, ㅇㅇㅇㅇ처-5244호,5577호,5585호 자료 재구성

결과적으로 여성기업과 하는 3,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결정에 있어서, 수의

계약 요건과 1인 견적서 요건에 대한 검토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지역본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우리 사내규정이 달라서 발생한 문제이며, 앞으

로는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3,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업무를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

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자 수의계약 사유 비고

본부 옥상방수 공사 2017. 11. 1. 19,78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주식회사 ㅇㅇ
대표 ㅇㅇㅇ 여성기업

지사 비가림막 설치공사 2017. 12. 19. 31,307,100원
(부가가치세포함)

ㅇㅇㅇ컴퍼니 ㅇㅇㅇ
대표 ㅇㅇㅇ 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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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12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등록전환측량 정산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지적측

량을 의뢰받아 지적측량수수료를 수입하고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9조(접수 및 정산) 제1항에 “접수는 의뢰받은 업무종

목의 필지별로 수량, 면적, 금액을 입력하며, 정산은 측량자가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측량부 등의 결과에 의하여 필지별로 수량, 면적, 금액을 입력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5조(업무처리 전산파일 정리확인) 제1항 및 제2항에 “측량자

가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에 따라 의뢰사항과

증감내용을 대조하여 완료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지사

장이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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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7년 등록전환측량 정산 착오 현황

그런데도 위 지사는 [표]와 같이 등록전환측량 정산을 하면서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의 결정된 면적과 다르게 정산면적을 입력하여 처리하는 등 정산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업무규정시행규칙 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수수료 정산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자 접수번호 소재지 접수면적 결정면적 정산면적 측량팀장

20170327 65 ㅇㅇ리2-119 2,487 2,611 2,487 　ㅇㅇㅇ

20170329 67 ㅇㅇ리62-2 6,109 5,938 6,109 　ㅇㅇㅇ

20170420 93 ㅇㅇ리116 3,868 3,687 3,868 　ㅇㅇㅇ

20170602 122 ㅇㅇ동133-1 542 535 542 　ㅇㅇㅇ

20170605 126 ㅇㅇ동47-1 14,503 14,867 14,503 　ㅇㅇㅇ

20170608 128 ㅇㅇ리86-2 21,521 21,712 21,521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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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13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측량성과도 현장교부(선결재)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내        용
한국국토정보공사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고객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적측량성과

도 현장교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도입한 서비스제도인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

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업무처리요령 개선 알림(고객지원부-3481, 2012. 9. 27.)”

에서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이하 ‘MOS’라 한다)의 선결재를 통하여 관련 종사자

인장 처리 후 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출력하여 지적측량 실시 후 지적업무처리규정

에 따라 현장에서 경계복원점을 성과도에 표시하여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지시

하였고, 그 실적을 각 기관별 내부평가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2014년도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실적이 전국평균 87.6%(160,070건 중

140,237건)로 나타나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여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

변경사항 알림(ㅇㅇㅇㅇ처-712, 2015. 2. 17.)”에서 내부평가 지표(가중치 2점)에서

제외하고 지적측량접수 시 현장교부 서비스 발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고객 맞

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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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위 지사는 [표] 현황과 같이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실적이 내부

평가 지표에 반영되고 있던 2013년 38.5%(397/1030), 2014년 81.8%(711/869) 였으

며, 제도 변경 이후인 2015년에도 92.2%(858/931)로 높던 비율이 2016년도부터

는 11.8%(119/1007)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2017년도 0%(0/1011)와 2018년 4월

현재 0%(0/321)로 나타났다.

[표]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 추진 실적

기관명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 실적

비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4.현재

ㅇㅇㅇㅇ본부

ㅇㅇ지사

38.5%
(397/1030건)

81.8%
(711/869건)

92.2%
(858/931건)

11.8%
(119/1007건)

0%
(0/1011건)

0%
(0/321건)

2015년부터 
내부평가 지표 제외

 * 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자료 재구성
** (현장교부 건수 / 교부대상 건수)

이러한 결과는 고객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객만족도를 향상

시키고자하는 당초 목적과 달리 내부평가를 받기위한 제도로 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지사에서는 고객서비스 향상으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측량접수 시 현장교부 서비스 발급여부를 고객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고

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적측량접수 시 측량성과도 발급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겠으며,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

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측량접수 시 현장교부 서비스 발급여부

를 고객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

며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

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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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14 감사자 기획경영직 3급 ㅇㅇ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33,590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시  정  요  구(회수)

제        목     인사발령에 따른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업무 처리에 활용하는 직원의

본인 명의로 등록한 휴대폰에 대하여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 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사업단에 근무하는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업무 현장측량 직원(보조인력 포함)으로

하고, 통신업체에서 발급한 휴대폰 사용료 청구서에 의하여 매월 말일 50,000원

한도 내로 지급하며, 인사이동 및 사무분장 변경으로 지급대상자가 변경될 경우

에는 청구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도 지사의 2017. 1. 1.∼2018. 3. 31.까지 개인별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별표] ‘전입직원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현황’과

같이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직원에 대하여는 휴대폰 사용료 청구서를 제출받고

지사 근무일수를 산출한 후 일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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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속 지사에서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전액을 일괄 지급하는 등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17년 및 2018년 정기인사에 따른 전입직원 국토정보직 3급 ㅇㅇㅇ

등 9명에게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233,59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에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며, 과

다 지급한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과다 지급한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233,590원은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휴대폰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비 지급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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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전입직원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현황

기관명: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단위: 원, 일)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회계관리 각개정원장 및 휴대폰 사용료 지급내역 재구성

연번 전입일 사번 직급 성명 전근무지
적용

일수

착오

지급액

정당

지급액

차액

(회수)
비 고

1 2017-02-13 900051 3급 ㅇㅇㅇ ㅇㅇㅇㅇ 16 50,000 28,570 21,430

2 2017-02-13 860018 4급 ㅇㅇㅇ ㅇㅇ 16 50,000 28,570 21,430

3 2017-02-13 940211 4급 ㅇㅇㅇ ㅇㅇ 16 44,960 25,690 19,270

4 2017-02-13 A20037 5급 ㅇㅇㅇ ㅇㅇ 12 21,430 0 21,430
ㅇㅇ(현장)

고객담당

5 2017-02-13 B10055 6급 ㅇㅇㅇ ㅇㅇ 16 50,000 28,570 21,430

6 2018-02-19 880099 3급 ㅇㅇㅇ ㅇㅇ 10 50,000 17,850 32,150

7 2018-02-19 950125 4급 ㅇㅇㅇ ㅇㅇ 10 50,000 17,850 32,150

8 2018-02-19 A90027 6급 ㅇㅇㅇ 청양 10 50,000 17,850 32,150

9 2018-02-19 B30097 7급 ㅇㅇㅇ 청양 10 50,000 17,850 32,150

계 23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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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5 - 15 감사자 기획경영직 7급(갑) 양선우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처분요구일자 2018. 5. 회신기일 1개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계약관련 보증금 지급각서 징구 소홀
관 계  기 관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
내        용
ㅇㅇㅇㅇ지역본부 ㅇㅇ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는 1백만 원 이상의 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공사완료 시 하자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

하고 있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항은 공사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받거

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

은 각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징구하

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칙 제52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 제1항 2호는 계약금액 5천만 원 이

하인 계약은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 시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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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지사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해야 하는데도 100분의 10으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

하였으며, 또한 공사계약의 특성에 맞게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의 하자보수보증

금지급각서를 징구해야 하는데도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를 100분의 10이나 징구하지

않았다.

[표] 계약관련 보증금지급각서 징구 현황(2016. 1. 1. ∼ 2017. 12. 31.)
(단위: 원)

그 결과 계약사무처리규칙 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정한 채권확보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채로 계약사무를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ㅇㅇㅇㅇ지역본부장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확보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징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구분

지급각서의 

보증금(오)
올바른 보증금(정)

사무실칸막이 공사

(2016. 9. 6.)
5,834,950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875,242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583,495 116,699

사무실 경계점표지 보관창고 구입

(2017. 12. 1.)
2,640,000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26,400 396,000

하자보증금 지급각서 미징구 5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