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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본부 및 관내지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서 업무처리의 합법성․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부정 및 오류를 시정․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본부 및 관내 6개 지사(□□, ○○, ◎◎, △△, ■■, ◑◑

지사)에 대하여 직전감사 개시 월부터 2018. 8. 31.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본부와 관내 지사의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 전반과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인력 운영 실태, 정보보안 업무, 복무(출 퇴근, 출장, 외출

등) 관리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특히 외부청렴도 조사결과 취약

부문에 대한 조기점검으로 부패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8. 8. 2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9일간 ◐◨◐◨원 감사인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감사인력(연 인원 61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이후 감사실의 감사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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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1. 관내현황

◨
◨
◨
◨
시

 ❍ 행정구역: 7구 1군 

 ❍ 면   적: 883.54㎢

 ❍ 가   구: 101만 세대

 ❍ 인   구: 248만 명

■

■

■

도

 ❍ 행정구역: 10시 13군 

 ❍ 면   적: 19,032.20㎢

 ❍ 가   구: 119만 세대

 ❍ 인   구: 275만 명

2. 조직 및 인력

 ❍ 조 직: 3처 24개 지사(통합지사 2, 복수소관청지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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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력

(단위: 명)

구분 합계 국토정보직 기획경영직 보조직 보조인력 기타

정원 447 405 6 2 34

현원 448 387 5 3 53

 * 측량팀: 112팀 운영

3.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 3년 연속 100억 원 이상 흑자경영 달성

최근 3년간 사업목표 초과 달성 2017년 176.7억 원 흑자경영

 ❍ 주요 추진 성과

부 문 주요내용

추진

성과

신규사업 최우수기관

- 신규사업 목표대비 148.2% 달성

- 신규사업 개발: 2건

- 지역특화사업 매년 4억 원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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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 본부 운영계획

 ❍ 본부 경영목표

 ❍ 주요사업 추진계획

 ❍ 2018년 업무추진 실적

(2018. 8. 31. 현재)                                                             (금액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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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1. 총   평

찬란한 신라 천년의 화랑정신과 유교문화의 선비정신을 이어받아 국채

보상운동, 2.28민주운동을 전개하는 등 호국충절의 고장으로 동쪽으로는

청정한 동해와 접하고 있으며 영남의 명산 팔공산을 비롯하여 가야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지역본부는「국토정보의 가치를 선

도하는 품격 있는 본부」라는 비전과「공간정보 역량 강화와 지적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경영 실현」이라는 운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축사육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의 특성에 착안하여 2011년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관리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매년 신규 및

유지보수사업을 통해 4억 원 이상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개발과

전국 최초 지적재조사지구를 대상으로 UAV사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목표대비 148.2%의 사업실적을 달성하여 2017년 신규사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처리기간 일기예보제’ 시행으로 주간단위 지사별 업무처리 경향을

공유하여 지사간 협업을 유도하고 탄력적인 사업인력운영 등을 통해 2017년

사업목표 대비 105.8% 달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176.7억 원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등 최근 6년 연속 100억 원 이상의 흑자경영을 달성

하였다.

또한, ◇◇시 특별재생지역에 대한 UAV촬영 등 지진피해에 따라

지역민에게 약 2억 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하였으며, 지역 아동센터 ‘어

린이도서 기부’,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사랑의 무료배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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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하고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그 공을 인정받아

달서구청으로부터 ‘나눔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는 결실을 맺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는 따뜻한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였으나,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관리 소홀 등 18건의 지적사항과 복무관리(외

출) 소홀 등 8건의 현지조치가 있었다.

♤♤♤♤지역본부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외부강의(세미나, 공청회,

강의 등)에 따른 사전신고를 준수하여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할 것이며, 측량(전산)장비 공차 및 인사이동(퇴직, 휴직 등)에 따른

자산변동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

립하여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지감사 시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수감부서에 사전 소명 요청한 4건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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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0명) 12 2 3 1 0

(0)
0
(0)

0
(0) 8 4

금액 4,075,600 1,148,500 2,829,200 97,900

※ 건수는 현지처분, 모범사례 포함.

2-1. 예방중심의 실지감사 연계 모니터링 결과

[실지감사 연계 e-감사시스템 사전모니터링 조치 소명결과]
(단위: 건, 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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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감사대상기관 예방감사 리스크 소명요청 리스트 소명

구분
소명
결과 재정상 감사자

4- 1 □□□□□□본부 복무(출퇴근카드 누락) 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 완료 - 최◆◆

4- 2 □□□□□□본부 가족 사랑의 날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 완료 - 최◆◆

4- 3 □□□□□□본부 최종퇴실 점검부 등록에 관한 사항 행정 완료 - 최◆◆

4- 4 □□□□□□본부 최종퇴실 점검 확인에 관한 사항 행정 완료 - 최◆◆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가. 지적행정 분야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11111111111111116- 1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관리 소홀 (◇◇◇◇처)

< 요 약 >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20조 및 제21조

○ 지적측량성과협의회 미개최 및 CRM 미등록

- 지적측량성과(성과제시불능)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성과협의회를 개최

하고 협의회 개최 결과를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등록하여 완료하

여야 함

※ 성과제시불능 20건 중 성과협의회 19건 미개최, CRM 20건 미등록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222222222222222216- 2 지적측량 반환 업무 처리 부적정 (◇◇◇◇처)

< 요 약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업무규정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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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333333333333333316- 3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정산 처리 부적정 (◇◇◇◇처)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316- 13 등록전환측량 정산 처리 소홀 (◨◨지사)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16- 16 지적측량 종목변경 업무처리 소홀 (■◑지사)

착오, 성과제시불능, 측량수행불능, 수량감소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반환사유를 착오 적용하였음

※ 반환사유 성과제시불능 20건 중 측량수행불능 17건, 규정적용착오

3건으로 적용하여야 함

< 요 약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등록전환예정지 지적측량수수료 착오 적용

- 지적현황측량 후 동일 필지에 대한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

측량수수료를 지적현황측량과 등록전환측량 수수료의 차액으로 정산을

하여야 하나 차액을 적용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정산 처리

※ 등록전환 10건 2,829,200원 착오 정산 반환하여야 함

< 요 약 >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9조

○ 등록전환측량 정산 처리 소홀

- 등록전환측량 정산을 하면서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의 결정된

면적과 다르게 정산 처리하는 등 업무 처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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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산관리 분야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444444444444444416- 4 자산관리 업무처리 소홀 (◇◇◇◇처)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999999999999999916- 9 공기구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처)

< 요 약 >

자산관리규칙 제14조

○ 공기구비퓸 관리 관한 사항

- 자산관리규칙 별표4호 고정자산분류표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하는 노후

화되고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비품을 폐기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어 공

기구비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가 되지 않는 등 공기구비품 관리

소홀

< 요 약 >

업무규정 제26조

○ 측량(전산)장비에 대한 자산 관리 소홀

- 측량장비 공차요청에 대한 승인 없이 장비를 공차하였고, 직원이 퇴직,

공로연수, 휴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사장은 본부장에게 측량

(전산)장비를 반납하여야 하나 자산 이동에 따른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 업무처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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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777777777777777716- 7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처)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888888888888888816- 8 위탁교육 대상자 교육여비(일비 및 식비) 지급 부적정 (◐◐◐◐처)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숙박의 경우에는 여행일에 대해서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 1.～7. 31.까지

◇◇◇◇처 및 △△△△△△처에서 차량숙박에 따른 일비 760,000원을

과다 지급

< 요 약 >
초과근무 산정기준 및 본사 지시사항

○ 본사 지시사항: ‘을지연습 훈련기간 복무관리 유의사항 알림’

(△△△△실-6181, 2016. 8. 12. / △△△△실-5516, 2017. 8. 16.)

○ 을지연습 훈련기간 중 비상소집일에 한하여 조기출근에 따른 초과근

무는 불인정하여야 하나 2016년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본사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조기출근에 대한 초과근무를 인정함에 따라 □◐지사

국토정보직 □급 차** 등 4명에게 265,150원의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

< 요 약 >
교육훈련규정 제11조

○ 위탁교육 대상자 교육여비 중 일비 및 식비 지급 부적정

- 교육여비는 교육훈련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 훈련

여비 지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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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 전체교육기간 중 교육훈련비에 포함된 식대는 차감 적용

〔ex, 교육기간 7일(21식) 교육훈련비 포함(5식) 지급액(16식 해당분)〕

- ◎◎지사 국토정보직 □급 허**에 대해 123,350원의 교육여비를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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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414141414141414141414141414141416- 14 지출증명서류 징구 및 편철 소홀 (◐△지사)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516- 15 회의비(일반회의) 예산집행 부적정 (◎◨지사)

 라. 전산운영 분야

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2018-3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실)

< 요 약 >
소득세법 제81조, 재무규정 제21조

○ 공사, 용역 대가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보관 부적정

- 공사, 또는 용역 완료 후 대금 지급시 지출증빙 서류를 징구 및 편철

하여야 하나 공사 대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았고,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지출 관련 업무처리 소홀

※ 공사대금: 6,630,000원 세금계산서 미징구 / 200,000원 (-) 세금계산서 발급

< 요 약 >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3조, 예산집행지침 4.

○ 민원업무 및 제도개혁을 위한 회의비 예산집행 소홀

- 지사에서는 예산에 계상된 회의비를 월 1회 이상 집행하고 있음.

- 회의비 집행 내역 중 예산집행액 약 50% 이상을 차재료 구입에 사용

- 회의진행에 필요한 다과는 적정량을 구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차재료 구입은 내․외부 고객을 위한 것으로 회의비가 아닌 업무추

진비 중 기관운영비 예산으로 집행함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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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일반행정복무 분야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6- 10
◐◑◐◑ 신분증 보안시스템(근태리더기) 출입기능 현행화 소홀

(◐◐◐◐처)

< 요 약 >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0조, 보안업무지침 제53조

○ ◐◑◐◑ 신분증 근태리더기 출입기능 현행화 소홀

- 인사사무처리규칙 및 보안업무지침 에 따라 퇴직 직원에 대하여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근태리더기의 출입기능을 제거하여 현

행화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 함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6- 11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소홀 및 관리 부적정 (◐◐◐◐처)

< 요 약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9조

○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관리 소홀

- 외부강의등 참석 전에 사전신고를 받아 외부강의에 참석하여야 하

나 사전신고를 받지 않았고, 사후신고에 대하여도 사후신고 대상여

부 및 신고기간 위반여부의 검토없이 반복적으로 사후승인 처리를 하

는 등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소홀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212121212121212121212121212121216- 12 청렴도 향상 관리 소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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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공간행정 분야

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2018-37 UAV(무인항공기) 사업수수료 적용에 관한 사항 (▽▽▽▽▽부)

< 요 약 >
UAV활용사업 업무지원시스템(COS) 접수 방법 알림
(▽▽▽▽▽부-733, 2017. 3. 7.)

○ UAV 사업 수수료 적용에 관한 사항

- UAV(드론)을 활용한 사업 시 적용하는 수수료의 기준이 촬영면적에

비례하여 차이가 크게 상이하고 작업공정별 단가에도 적용되어 수수료

산출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555555555555555516- 5 공간정보 보안 계획 수립 및 추진 소홀 (△△△△△△처)

< 요 약 >
♠♠♠♠♠♠공사정보보안업무지침 제6조, 제17조
2018년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알림 (▽▽▽▽▽부-1327, 208. 5.30.)

○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 미수립 및 교육 미실시

- 본사 지시에 따라 공간정보 보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미수립 하

였고, 공간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공간

정보 보안관리 업무 처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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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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37 본사 ◎◎◎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육△△

2018-38
본사

△△△△△부
UAV(무인항공기) 사업수수료 적용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김▲▲

16- 1 ◇◇◇◇처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관리 소홀 통보 1개월 최◆◆

16- 2 ◇◇◇◇처 지적측량 반환 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1개월 최◆◆

16- 3 ◇◇◇◇처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정산 처리 부적정 시정 반환 2,829,200원 1개월 최◆◆

16- 4 ◇◇◇◇처 자산관리 업무처리 소홀 통보 1개월 육△△

16- 5 ◑◑◑◑◑◑처 공간정보 보안 계획 수립 및 추진 소홀 통보 1개월 김▲▲

16- 6
◇◇◇◇처
◑◑◑◑◑◑처

차량숙박에 따른 일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760,000원 1개월 송◀◀

16- 7 ◐◐◐◐처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65,150원 1개월 송◀◀

16- 8 ◐◐◐◐처 위탁교육 대상자 교육여비(일비 및 식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23,350원 1개월 송◀◀

16- 9 ◐◐◐◐처 공기구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통보 1개월 이♤♤

16- 10 ◐◐◐◐처
◐◑◐◑ 신분증 보안시스템(근태리더기) 출입기
능 현행화 소홀

통보 1개월 이♤♤

16- 11 ◐◐◐◐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소홀 및 관리 부적정 통보 1개월 박▶▶

16- 12 ◑△지사 청렴도 향상 관리 소홀 통보 1개월 육△△

16- 13 ◎◇지사 등록전환측량 정산 처리 소홀 통보 1개월 육△△

16- 14 ◎◇지사 지출증명서류 징구 및 편철 소홀 통보 1개월 양ㅇㅇ

16- 15 △▽지사 회의비(일반회의비) 예산집행 부적정 통보 1개월 송◀◀

※ 처분요구: 18건<개선 2건, 통보 12건, 시정 4건>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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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도개선 처분요구 명세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감사자

2018-37
□□□□□□본부
◇◇◇◇처

(본사 ◎◎◎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COS MOS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

육□◇

2018-38
□□□□□□본부
▽▽▽▽▽▽처
(본사 △△△△△부)

UAV(무인항공기) 사업수수료
적용에 관한 사항

매년 변경되는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 반영하고 공정별 드론 사업
수수료 산출기준을 재검토하여 본부별로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

김▽◎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3. 분야별 현황

구분 합 계
지적
측량

지적
행정

고 객
서비스

인사
행정

자산
관리

회계
사무

기획 및
예산관리

전산
운영

계약
사무

일반
행정 및
복무

교육
및 연구

기 타

지적사항 18 5 2 5 1 3 2

현지처분 8 2 1 2 3

1. 향후 처리계획

○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재발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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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금액 감사자

8- 1 ◐◐◐◐처 복무관리(외출) 소홀
미 승인된 외출부 신청사항 즉시 승인
처리

- 김■○

8- 2 ◐◐◐◐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사옥 전경 현행화 소홀
사옥 전경 사진을 ERP 자산관리 건물
등록시스템에 현행화

- 이▲◨
8- 3 ◐◐◐◐처 직원 사무분장 ERP 등록 소홀 누락된 사무분장에 대해 즉시 ERP 등록 - 김■○

8- 4 ◇□지사 실습생 실습 근무상황카드 작성 소홀 실습생 근무상황 기록 관리 철저 - 이▲◨
8- 5 ▲◨지사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소홀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철저 - 최◐◑

8- 6 ▲▲지사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정산 업무 소홀 착오정산 된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97,900 최◐◑

8- 7 ▲▲지사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집행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업무처리 철저 송◇□

8- 8 ◑◐지사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 소홀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 처리 철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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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감사 총평 및 마감회의

○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반부패․청렴교육

종합감사결과 마감회의 및 반부패·청렴교육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8부.

2. 현지조치(처분)서 8부.

3. 모범사례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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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018 - 37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육◐◐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공사
본사 ▲▲▲실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2개월

♠♠♠♠♠♠공사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제        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공사 본사 ▲▲▲실
내        용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고객이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업무지원시스템(이하 ‘COS’라 한다) 및 현장지원시스템(이하 ‘MOS’라 한다)에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측량성과물 등을 입력하여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항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

관리적·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0조1)(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1항에 “개인정보 보호책

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

1) 제10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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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붙임]과 같이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 구분 없이 공사

직원이면 누구나 타 지역의 접수내역 및 성과물등록 현황에서 개인정보를 조회

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 안전관리에 취약하다.

따라서 COS · MOS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공사 사장(▲▲▲실장)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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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COS·MOS시스템 타 지역본부 조회 화면

 ※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 자료 가공(2개 지사 표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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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2018 - 38 감사자 국토정보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공사

⊙⊙⊙⊙⊙부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2개월

♠♠♠♠♠♠공사  상임감사
개  선  요  구

제        목     UAV(무인항공기) 사업수수료 적용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공사 ◎◎◎◎◎부
내        용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항공기

(UAV, 이하 ‘드론’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항공영상을 촬영하고 정사영상으로 제작

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공간정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 ◎◎◎◎◎부에서는 공간정보 분야에서 드론 영상의 취득에

필요한 파라미터 결정, 영상의 품질검증 및 성과물 제작과정, 성과물의 관리하는

표준절차 등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공간정보 기반조성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작업규정 품셈 작성 연구(◇◇◇◇◇◇실-2089, 2015. 4. 21.) 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수수료 산출근거를 마련하였다.

수수료는 [표 1]과 같이 여러 작업공정을 통해 성과물이 제작되어져 공정별로

단가(노무비)를 산정한 후 합산된 금액으로 기준단가를 산출하고, [표 2]와 같이

촬영면적에 따른 산출계수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최종 적용단가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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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드론 사업 수수료 산출 내역

공종 수량 단위
노무비 경비 총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측량비용 2,475,168 2,475,168
  1-1 사전계획 식 325,778 - -
  1-2 지상기준 식 481,100 -
  1-3 무인비행체 촬영 식 757,064
  1-4 전처리 작업 식 226,653 - - -
  1-5 성과물 제작 식 684,574 - - -

직접경비 (노무비) 20 % 495,034 250,000 745,034
제경비 (노무비) 100 % 2,475,168 2,475,168

기술료(노무비+제경비) 20 % 990,067 990,067
합      계 6,685,437
부가가치세 668,544
총      계 7,353,981

(단위: 2015년 기준, 원)

[표 2] 드론 사업 수수료 적용 예시

구분 가로(m) 세로(m) 면적(㎡) 산출계수 기준단가 산출단가 적용단가

기준 1,000 1,000 1,000,000 1

7,353,000

7,353,000 7,353,000

최소 600 600 400,000 0.40 2,941,200 2,941,200

(예시) 6,000 250 1,500,000 1.5 11,029,500 11,029,500

(예시) 300 300 90,000 0.09 661,770 2,941,200

그러나 [표 2]와 같이 촬영면적에 따라 적용단가의 차이가 크고 작업공정별로

촬영면적에 상관없이 진행하여야 하는 공정에도 촬영면적에 따른 산출계수가 적용

되어 수수료가 촬영면적에 따라 크게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수료는 매년 측량기술자 임금공표에 따라 공정별 단가(노무비)가 달라

지므로 매년 발표되는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각 지역본부의 상황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사업의 적용 수수료가 본부

별로 상이하고 산출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공사에서 제시하는 드론사업

대가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저하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드론 사업 수수료의 산출기준을 재검토하고 각 본부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동일한 수수료가 산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공사 사장(◎◎◎◎◎◎장)은 매년 변경되는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 반영하고 공정별 드론 사업 수수료 산출기준을 재검토하여

UAV 사업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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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1 감사자 국토정보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처
내        용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업무 수행에 따른 성과

차이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및 민원의 발생 또는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측량

성과 심의제도의 일환인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20조(개최) 및 제21조(운영 등)에 따르면

“지적측량업무처리결과 성과 차이의 적정 여부 검토와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소지가 있을 경우 지사장이나 관련 측량자는 성과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성과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성과협의회는 관련 측량자와

위원의 의견을 들어 민원해결방안 및 성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과 조사측량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민원업무 표준 매뉴얼 BOOK 에 따르면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절차2)는 성과협의회 개최요구(측량팀장) → 자료조사(측량팀) → 조사측량(측량팀)

→ 개최알림3)(지사장) → 지적측량 성과결정(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의결서

작성(간사 또는 측량팀장) → 성과협의회 결과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등록

(간사 또는 측량팀장) → 종결처리(결과보고)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2) 민원업무 표준 매뉴얼 BOOK p.32～p.42 참조
3) 필요한 경우 인접 지사 직원 또는 관련측량자를 참여하게 할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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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지적측량성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등록하여야 했다.

[표] 지적측량 성과협의회 개최 및 CRM 등록 현황(2017. 9. 18. ~ 2018. 8. 24.)

기관명: ▽▽▽▽▽▽본부                                                 

※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민원 등록 및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반환 현황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본부에서는 [표]과 같이 성과제시불능 총 20건 중 성과협의회 미

개최 19건,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미등록 20건 등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및 민원

업무 표준 매뉴얼 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지사
접수내역

성과협의회 CRM 비 고
일자 종목 번호 소재지

1 □□□□지사 2017-08-22 경계복원 ＊＊＊ **구 * 동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2 □□□□지사 2017-10-18 경계복원 ＊＊＊ **구 * 동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3 □□□□지사 2018-02-01 경계복원 ＊＊＊ * 구 **동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4 ■■지사 2018-03-06 경계복원 ＊＊＊ **시 **읍 *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5 ■■지사 2018-03-13 경계복원 ＊＊＊ **시 **동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6 ▲▲지사 2018-01-01 지적현황 ＊＊＊ **시 **동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7 ◎◎지사 2018-04-03 경계복원 ＊＊＊ **시 **면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8 ○○지사 2017-10-10 경계복원 ＊＊＊ **군 **면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9 ○○지사 2018-01-01 분할측량 ＊＊＊ **군 **면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10 ○○지사 2018-01-01 분할측량 ＊＊＊ **군 **면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11 ○○지사 2018-01-16 분할측량 ＊＊＊ **군 **면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12 ○○지사 2018-01-01 경계복원 ＊＊＊ **군 **면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13 ○○지사 2018-03-05 경계복원 ＊＊＊ **군 **면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14 ●●지사 2017-10-25 경계복원 ＊＊＊ **군 **읍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15 ◇◇지사 2017-09-20 경계복원 ＊＊＊ **군 **읍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16 ◇◇지사 2018-04-02 경계복원 ＊＊＊ **군 **면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17 ◆◆지사 2017-09-08 경계복원 ＊＊＊ **군 **읍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18 ◆◆지사 2017-10-26 경계복원 ＊＊＊ **군 **면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19 ◆◆지사 2017-10-26 경계복원 ＊＊＊ **군 **면 **리 ＊＊-＊ 미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20 △△△△지사 2018-02-26 경계복원 ＊＊＊ **군 **읍 **리 ＊＊*＊-＊ 개최 미등록 성과제시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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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2 감사자 국토정보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 반환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처
내        용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업무 수행 중 의뢰인의

본인 취소, 성과제시 불능, 측량수행 불능 등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를 반환처리하고 있다.

업무규정시행규칙 제32조(반환금 및 추가납부 통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였거나 정산결과 측량의뢰 시 수입한 수수료에

증감(신용카드 승인의 변동사항 포함)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반환사유를

의뢰인에게 알리고 지적측량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수수료의 반환) 제2호에는

“현지측량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성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 25 -

되어 있다.

또한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의 반환사유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취소,

규정적용착오, 성과제시불능, 측량수행불능, 수량감소, 면적감소, 종목변경, 착오

입금, 수수료적용변경, 등록사항정정, 법령적용변경, 소재지변경, 장기연기,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시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에 반환사유를

명확히 구분, 작성하여 반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표]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처리 현황(2017. 9. 18. ~ 2018. 8. 24.) 

기관명: ▽▽▽▽▽▽본부

※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반환처리(성과제시불능) 현황 자료 재구성

연번 지사 구분 접수일자 종목 번호 소재지
반환사유

비고
오 정

1 □□지사 일반 2017-12-08 경계복원 ＊＊＊ **동  ＊＊＊-＊ 성과제시불능 측량수행불능 수목울창

2 ■■지사 일반 2017-11-20 경계복원 ＊＊＊ **면 **리 ＊＊＊-＊ 성과제시불능 측량수행불능 수목울창

3 ▲▲지사 일반 2018-03-22 경계복원 ＊＊＊ *면 * 리  ＊＊＊-＊ 성과제시불능 측량수행불능 수목울창

4 ▲▲지사 일반 2018-04-06 경계복원 ＊＊＊ **면 **리 ＊＊＊-＊ 성과제시불능 측량수행불능 수목울창

5 ▲▲지사 일반 2018-04-24 경계복원 ＊＊＊ **면 **리 ＊＊＊-＊ 성과제시불능 측량수행불능 수목울창

6 ▲▲지사 일반 2018-05-17 경계복원 ＊＊＊ * 면 * 리 ＊＊＊-＊ 성과제시불능 측량수행불능 수목울창

7 ▲▲지사 일반 2018-06-08 경계복원 ＊＊＊ **면 **리 ＊＊＊-＊ 성과제시불능 측량수행불능 수목울창

8 ▲▲지사 일반 2018-04-02 등록전환 ＊＊＊ **면 **리 ＊＊＊-＊ 성과제시불능 규정적용착오 불법전용산지 
대상아님

9 ▲▲지사 일반 2018-05-18 등록전환 ＊＊＊ **동 ＊＊＊-＊ 성과제시불능 규정적용착오
불법전용산지 

대상아님

10 ▲▲지사 일반 2018-04-25 분할측량 ＊＊＊ **면 **리 ＊＊＊-＊ 성과제시불능 규정적용착오 불법전용산지 
대상아님

11 ◎◎지사 일반 2018-01-01 경계복원 ＊＊＊ *면 **리 ＊＊＊-＊ 성과제시불능 측량수행불능 수목울창

12 ◎◎지사 일반 2018-03-07 경계복원 ＊＊＊ *면 **리 ＊＊＊-＊ 성과제시불능 측량수행불능 수목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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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표]와 같이 성과제시불능으로 반환한 총 20건 중

측량수행 불능 17건, 규정적용 착오 3건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성과제시불능으로

착오 적용하여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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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3 감사자 국토정보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반환

재정상

조치금액
2,829,2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2개월

♠♠♠♠♠♠공사  상임감사
시정요구(반환)

제        목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정산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처
내        용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검사 등 지목 변경이 필요한 임야에 대하여 고객에게 등록전환 측량을 의뢰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토목공사

전에는 등록전환예정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현황수수료를 적용”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호에 따르면 “제1호의 측량결과에 따라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하여 이미 납부한 지적현황측량수수료와의 차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전환 예정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지적현황측량과 등록전환측량 수수료의 차액을

접수하여 업무를 완료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별표] 등록전환 측량수수료 정산현황과 같이 10건에



- 28 -

대하여 지적현황과 등록전환 지적측량수수료 차액을 적용하지 않아 등록전환측량

정산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착오정산 한 10건 2,829,200원에 대하여

반환조치하여 주시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전환측량 정산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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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등록전환 측량수수료 정산 현황(2017. 9. 18. ~ 2018. 8. 24.)
 기관명: ▽▽▽▽▽▽본부                                                                                                             (단위: 필, ㎡, 원, 부가세 별도)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일반업무접수처리내역 정산 명세 내역 자료 재구성

연번 지사 접수일자 종목 번호 소재지

정산내역 이전 측량 내역
차 액

(A-B)
오(A) 정(B)

접수일자 종목 번호
정산내역

수량 면적 금액 수량 면적 금액 수량 면적 금액

1 □□지사 2018-02-07 등록전환 ＊＊＊ **읍 **리 ＊＊＊-＊ 1 96 419,000 1 96 251,000 2017-04-04 지적현황 ＊＊＊
1 96 168,000 168,000

1 132,796 547,000

2 ■■지사 2018-03-26 등록전환 ＊＊＊ * 동 ＊＊＊-＊ 1 1,169 657,000 1 1,169 460,000 2017-08-23 지적현황 ＊＊＊ 1 1,169 197,000 197,000

3 ■■지사 2018-05-04 등록전환 ＊＊＊ **동 ＊＊＊-＊ 1 2,302 747,000 1 2,302 545,000 2018-02-26 지적현황 ＊＊＊ 1 2,302 202,000 202,000

4 ■■지사 2018-07-31 등록전환 ＊＊＊**면 **리 ＊＊＊-＊
1 2,261 461,000 1 2,261 461,000

2017-11-23 지적현황 ＊＊＊
1 932 315,000

1 1,396 652,000 1 1,396 387,000 1 1,396 265,000 265,000

5 ▲▲지사 2018-03-08 등록전환 ＊＊＊**면 **리 ＊＊＊-＊ 1 2,700 776,000 1 2,700 501,000 2017-12-12 지적현황 ＊＊＊ 1 2,700 275,000 275,000

6 ◎◎지사 2018-01-03 등록전환 ＊＊＊**면 **리 ＊＊＊-＊ 1 655 652,000 1 655 377,000 2017-11-21 지적현황 ＊＊＊
1 655 275,000 275,000

1 13,656 255,000

7 ◎◎지사 2018-01-15 등록전환 ＊＊＊**면 **리 ＊＊＊-＊

1 455 652,000 1 455 377,000

2017-11-16 지적현황 ＊＊＊

1 455 275,000 275,000

1 163 652,000 1 163 484,000 1 163 168,000 168,000

1 10,516 255,000

1 230 182,000

1 251 182,000

8 ◎◎지사 2018-02-22 등록전환 ＊＊＊**읍 **리 ＊＊＊-＊ 1 817 466,000 1 817 269,000 2017-06-26 지적현황 ＊＊＊
1 817 197,000 197,000

1 13,067 255,000

9 ○○지사 2018-03-28 등록전환 ＊＊＊**면 **리 ＊＊＊-＊ 1 440 652,000 1 440 377,000 2017-06-20 지적현황 ＊＊＊ 1 440 275,000 275,000

10 ●●지사 2018-01-01 등록전환 ＊＊＊**읍 **리 ＊＊＊-＊ 1 491 637,000 1 491 362,000 2017-05-08 지적현황 ＊＊＊
1 491 275,000 275,000

1 176,426 275,000

합 계 10건 2,5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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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4 감사자 국토정보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자산관리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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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휴직, 대기발령 및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현 근무지 본부장에게 장비일체를

지체 없이 반납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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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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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를 시행하여 자산이동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지사에서는 직원이

퇴직을 할 경우 지역본부장에게 개인장비를 반납 보고하여야 했다.

[표1] 2018년 장비 공차 현황(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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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측량장비 공차 총 44회 승인 없음

[표2] 2018년 공로연수자 현황

(기간: 2018. 1. 1. ~ 2018. 8. 28.)

지사 요청일 장비명 수량(대) 기간 승인여부

토탈스테이션 1

▲▲지사 08월 20일 GPS 8 8. 20. ~ 8. 24. x

▲▲지사 08월 10일 GPS 8 8. 06. ~ 8. 14. x

◎◎지사 08월 09일 GPS 6 8. 09. ~ 9. 28. x

소 속 직 급 성 명 공로연수 시작일 퇴 직 일 비 고 장비반납

□□□□ 국토정보직 ○급 김□□ 2018-01-18 2019-01-17 x

□□□□ 국토정보직 ◎급 이■■ 2018-01-10 2018-07-09 (명예퇴직) x

■■■■ 전문직 김▲▲ 2018-01-01 2018-06-30 (명예퇴직) x

▲▲지사 전문직 이◎◎ 2018-01-01 2018-06-30 (명예퇴직) x

▲▲지사 전문직 권○○ 2018-01-01 2018-08-21 x

◎◎지사 국토정보직 ■급 장●● 2018-02-02 2019-02-01 x

○○지사 전문직 조◇◇ 2018-01-01 2018-06-30 (명예퇴직) x

○○지사 전문직 오◆◆ 2018-01-01 2018-12-17 x

●●지사 전문직 이△△ 2018-01-01 2018-07-30 x

●●지사 국토정보직 ■급 정▽▽ 2018-02-26 2019-02-25 x

◇◇지사 국토정보직 ◎급 안▽△ 2018-01-10 2018-07-09 (명예퇴직) x

◇◇지사 전문직 정◆◇ 2018-01-01 2018-06-30 (명예퇴직) x

◆◆지사 국토정보직 ◇급 신○◎ 2018-06-04 2019-06-03 x

△△지사 전문직 노□■ 2018-01-01 2018-07-20 x

△△지사 국토정보직 ○급 조○◇ 2018-08-22 2019-08-21 x

▽▽지사 국토정보직 ○급 채◆△ 2018-08-14 2019-08-13 x

▽△지사 전문직 권◇◆ 2018-01-01 2018-06-30 (명예퇴직) x

◆◇지사 국토정보직 ◇급 김○■ 2018-06-27 2018-12-26 (명예퇴직) x

○◎지사 국토정보직 ◎급 김○△ 2018-01-10 2018-07-09 (명예퇴직) x

□■지사 전문직 유□◎ 2018-01-01 2018-06-30 (명예퇴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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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표1]과 같이 측량장비 공차 요청에 대한 승인 없이

장비를 공차 하였고, [표2]와 같이 직원이 퇴직, 공로연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사장은 지역본부장에게 측량(전산)장비를 반납하여야 하나 자산의 이동에 따른

행정처리를 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업무규정 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

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장비 공차 및 인사이동(퇴직,

휴직 등)에 따른 자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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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5 감사자 국토정보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공간정보 보안 계획 수립 및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처
내        용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정보보안업무지침 제6조(정보보안 및 공간정보보안담당

관의 임무) 제2항에 “공간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로 공간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시행, 공간정보의 생산 구축 관리 유통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공간정보의

관리를 위한 감사 지도 점검 교육 등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7조(보안 교육) 제1항에 “정보보안담당관과 공간정보보안

담당관은 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대한 세부 추진내용을 2018년도 공간정보 보안

업무 추진계획 알림(◎◎◎◎◎부-1327, 2018. 5. 30.) 을 통해 각 본부로 시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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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분임 공간정보보안담당관(각급 부서장)의 임무와 공간정보의 보안등급별

관리방법, 공간정보 보안교육 실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점검 등에 대한 세부 실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본부에서는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등급별로 공간정보를 구분하여 관리

하고, 공간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공간정보 보안 업무 추진 현황

구 분 계획수립 보안교육 실시여부 보안관리 점검 여부 관리대장 작성

2017년 미수립 미실시 미점검 작성

2018년 미수립 미실시 미점검 작성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표]와 같이 공간정보 보안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공간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간정보 보안관리를

위한 지사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공간정보 보안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지침 및 본사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직무 교육을 통하여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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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6 감사자 기획경영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760,000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처 외 1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차량숙박에 따른 일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처 및 △△△△△△처
내        용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지적

측량 및 공간정보 현장업무 등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여비규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여비규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운임은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며, 공사의 차량 및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에는 “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차량 및 임차차량을 이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여비교통비를 정확히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본부의 2018. 1. 1. ∼ 2018. 7. 31.까지 공무 수행 시 차량숙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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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여비교통비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별표] ‘차량숙박 일비 지급 현황’과

같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여행일은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업무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사업의 현장업무를 수행

하는 것으로 착오 판단하여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1일 출장에 해당하는 일비

20,000원을 적용하는 등 여비교통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

그 결과 ◇◇◇◇처 및 △△△△△△처에서 총 34회 760,000원의 차량숙박

일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과다 지급한 차량숙박에 따른 일비

760,000원은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비 지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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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차량숙박 일비 지급 현황(2018. 1. 1. ~ 7. 31.)

 기관명: ▽▽▽▽▽▽본부                                                                                                                                   (단위: 원, 시간)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차량숙박 일비 지급 내역

비고
시작일 종료일 일수 착오지급액 정당지급액 차액(회수)

1 ◇◇◇◇처 ○급 박◎◎ 적부재심사 현지조사 측량 2018-03-07 2018-03-09 3 60,000 30,000 30,000 　

2 ◇◇◇◇처 ○급 김△△ 적부재심사 현지조사 측량 2018-03-07 2018-03-09 3 60,000 30,000 30,000 　

3 ◇◇◇◇처 ○급 박□□ 중앙적부재심사 현지조사 측량 2018-05-30 2018-06-01 3 60,000 30,000 30,000 　

4 ◇◇◇◇처 ○급 손▲▲ 중앙적부재심사 현지조사 측량 2018-05-30 2018-06-01 3 60,000 30,000 30,000 　

5 ◇◇◇◇처 ○급 김○○ 중앙적부재심사 현지조사 측량 2018-05-30 2018-06-01 3 60,000 30,000 30,000 　

6 ◇◇◇◇처 ○급 박■■ 중앙적부재심사 현지조사 측량 2018-07-04 2018-07-06 3 60,000 30,000 30,000 　

7
▽▽▽▽

▽▽처
○급 송◇◇

문경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인가조사 측량
2018-02-01 2018-02-02 2 40,000 20,000 20,000 　

8
▽▽▽▽

▽▽처
○급 김◆◆

문경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인가조사 측량
2018-02-01 2018-02-02 2 40,000 20,000 20,000 　

9
▽▽▽▽

▽▽처
○급 심◆◇

문경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인가조사 측량
2018-02-01 2018-02-02 2 40,000 20,000 20,000 　

10
▽▽▽▽

▽▽처
○급 오◇◆

문경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인가조사 측량
2018-02-01 2018-02-02 2 40,000 20,000 20,000 　

11
▽▽▽▽

▽▽처
○급 오◆◇

문경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인가조사 측량
2018-02-01 2018-02-02 2 40,000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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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차량숙박 일비 지급 내역

비고
시작일 종료일 일수 착오지급액 정당지급액 차액(회수)

12
▽▽▽▽

▽▽처
○급 박■○

문경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인가조사 측량
2018-02-01 2018-02-02 2 40,000 20,000 20,000 　

13
▽▽▽▽

▽▽처
○급 이○■

신기술 도입장비 교육 및 

UAV조종자 워크숍
2018-02-20 2018-02-23 4 60,000 40,000 20,000

14
▽▽▽▽

▽▽처
○급 심■◇

신기술 도입장비 교육 및 UAV 

조종자 워크숍
2018-02-20 2018-02-23 4 60,000 40,000 20,000

15
▽▽▽▽

▽▽처
○급 이◇○ 상주시 인가조사 현장측량 2018-03-07 2018-03-08 2 40,000 20,000 20,000

16
▽▽▽▽

▽▽처
○급 박●■ 상주시 인가조사 현장측량 2018-03-07 2018-03-08 2 40,000 20,000 20,000

17
▽▽▽▽

▽▽처
○급 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현장조사
2018-03-12 2018-03-13 2 40,000 20,000 20,000

18
▽▽▽▽

▽▽처
○급 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현장조사
2018-03-12 2018-03-13 2 40,000 20,000 20,000

19
▽▽▽▽

▽▽처
○급 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현장조사
2018-03-12 2018-03-13 2 40,000 20,000 20,000

20
▽▽▽▽

▽▽처
○급 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현장조사
2018-03-12 2018-03-13 2 40,000 20,000 20,000

21
▽▽▽▽

▽▽처
○급 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인가조사
2018-03-15 2018-03-16 2 40,000 20,000 20,000

22
▽▽▽▽

▽▽처
○급 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인가조사
2018-03-15 2018-03-16 2 40,000 20,000 20,000

23
▽▽▽▽

▽▽처
○급 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인가조사
2018-03-15 2018-03-16 2 40,000 20,000 20,000

24
▽▽▽▽

▽▽처
○급 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 

인가조사
2018-03-15 2018-03-16 2 40,000 20,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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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여비교통비 및 지출결의 자료 재구성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차량숙박 일비 지급 내역

비고
시작일 종료일 일수 착오지급액 정당지급액 차액(회수)

25
▽▽▽▽

▽▽처
○급 오△◎ 국유재산 문화재 현황측량 2018-05-24 2018-05-25 2 40,000 20,000 20,000

26
▽▽▽▽

▽▽처
○급 김◎△ 국유재산 문화재 현황측량 2018-05-24 2018-05-25 2 40,000 20,000 20,000

27
▽▽▽▽

▽▽처
○급 이▲◇ 국유재산 문화재 현황측량 2018-05-24 2018-05-25 2 40,000 20,000 20,000

28
▽▽▽▽

▽▽처
○급 이□△

◇◇시 지지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지구 UAV 촬영
2018-06-14 2018-06-15 2 40,000 20,000 20,000

29
▽▽▽▽

▽▽처
○급 심◐◎

◇◇시 지지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지구 UAV 촬영
2018-06-14 2018-06-15 2 40,000 20,000 20,000

30
▽▽▽▽

▽▽처
○급 김◐◎

◇◇시 지지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지구 UAV 촬영
2018-06-14 2018-06-15 2 40,000 20,000 20,000

31
▽▽▽▽

▽▽처
○급 김□◐ 문화재청 국유재산 문화재 확인측량 2018-06-19 2018-06-21 3 60,000 30,000 30,000

32
▽▽▽▽

▽▽처
○급 오△◐ 국유재산 문화재 현황측량 2018-06-19 2018-06-21 3 60,000 30,000 30,000

33
▽▽▽▽

▽▽처
○급 오△◐ 국유재산 문화재 현황측량 2018-07-12 2018-07-13 2 40,000 20,000 20,000

34
▽▽▽▽

▽▽처
○급 김◐○ 국유재산 문화재 현황측량 2018-07-12 2018-07-13 2 40,000 20,000 20,000

계 　 　 　 　 1,560,000　 800,000　 7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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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7 감사자 기획경영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65,150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처
내        용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에 근거

하여 공공기관으로써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을지연습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운영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전시 정부기능으로 국민방호와 생활안전

대책을 강구하면서 전쟁지속능력을 유지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에서는 범 정부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사 지시사항으로 매년 훈련계획을 포함한 ‘을지연습

알림’4) 및 ‘을지 연습 훈련기간 복무관리 유의사항 알림’5) 공문을 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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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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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년도 을지연습계획 알림(경영지원실-4621, 2016. 6. 13.), 2017 을지연습 알림(경영지원실-4460, 2017. 7. 4.)
5) 훈련기간 복무관리 유의사항 알림 (경영지원실-6181, 2016. 8. 12. / 경영지원실-5516,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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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동시에 실시하는 1일차 비상소집일6)에 한하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

근무제 실시가 불가하며, 필수요원은 07:00까지 출근하고 일반직원은 0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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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상소집 조기출근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에서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개인별 초과근무 신청에 따른 관리자의

승인 여부, 출퇴근 근태 이상 유무 및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조기출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특근명령부를 근거로 급여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에

따라 익월 3일 이내(12월은 월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본부의 2016년 및 2017년 을지연습 비상소집일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201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처 국토정보직 □급 김△△ 등 11명 / 469,110원 /

회수일: 2018. 8. 13.～8. 17.)은 내부결재를 득한 후 전액 회수하였으나, 2016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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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본사에서 지시한 ‘을지연습 훈련기간 복무관리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비상소집일 조기출근에 대하여도 초과근무를 인정

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수 지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사 국토정보직 □급(당시 소속 및 직급) 차○○ 등 4명에게

265,15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과다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265,150원은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급여규정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본사 지시시항을 적극 이행하며,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 지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비상소집일: 2016. 8. 22 /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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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을지연습 비상소집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 (2016년)

 기관명: ▽▽▽▽▽▽본부                                                                                                                 (단위: 원, 시간)

※ 초과근무 적용일: 2016. 8. 22.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총무관리 특근명령부 재구성

※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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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22 ○○ 9***** □급 차○○ 1990-04-06 1:20 5,163,100 14 518,780 12 444,660 74,120 　

2 2016-08-22 □□ 9***** ○급 변□□ 1997-07-07 1:20 4,259,670 16 489,140 14 428,000 61,140 　

3 2016-08-22 △△ 9***** □급 금△△ 1990-02-01 2:00 4,694,000 14 471,640 12 404,260 67,380 　

4 2016-08-22 ◇◇ 9***** ○급 김◇◇ 1997-04-21 2:00 4,355,120 16 500,100 14 437,590 62,510 　

계 　 　 　 　 　 　 　 　 　 　 　 　 26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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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8 감사자 기획경영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23,350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위탁교육 대상자 교육여비(일비 및 식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처
내        용
▽▽▽▽▽▽본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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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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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 및 정산은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부 및 지사에서는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위탁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7)’에 따라 합숙과 비합숙의

7)  교육훈련규정 [별표 1]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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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구분하여 교육여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본부의 2017. 1. 1. ∼ 2018. 7. 31.까지 교육훈련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별표] ‘위탁교육 대상자 교육여비(일비 및 식비) 지급현황’과 같이

지리적 제약요건(원거리 등)으로 출장기간과 교육기간이 상이한 울릉지사 위탁

교육 대상자의 교육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① ‘국어전문교육과정’의 경우 ‘일비’는

출장기간 첫날과 마지막날을 입교일과 수료일로 인식하여 전액 지급하고 기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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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에 대한 21식 중 교육훈련비에 포함된 5식(중식)은 차감하고 나머지 16식에

대하여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비’ 및 ‘식비’ 모두 전액 지급하였으며 ② ‘국어

(화법) 특별과정’의 경우 ‘식비’는 교육훈련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하되, ‘일비’는 등록일․입교일․수료일에만 전액 지급하고 기타일은 일비의

5할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액 지급하는 등 교육여비 지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위탁교육 대상자 국토정보직 ◇급 허◐◐에게 교육여비 123,35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과다 지급한 교육여비(일비, 식비)

123,350원은 회수하시기 바라고, 교육훈련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직무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여비 지급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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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위탁교육 대상자 교육여비(일비 및 식비) 지급 현황

 기관명: ▽▽▽▽▽▽본부                                                                                                                                (단위: 원) 

연번 소속 직·성명 교육명 출장지 출장기간

일비 식비
계

(회수액)
비고

기지급액 요지급액 차액 기지급액 요지급액 차액

1
◐◐

지사

국토정보직

△급 허◇◇

국어전문

교육과정

(제347기)

♣♣

(◑◑◑◑원)

‘17. 3. 12.

~ 3. 18.

(7일)

140,000 90,000 50,000 120,000 106,650 13,350 63,350

(비합숙) 

․ 일비: 기타일 5일

       (5할 적용)

․ 식비: 21식 적용

        5식 차감

       16식 지급

2
◐◐

지사

국토정보직

△급 허◇◇

특별과정

(화법)

♣♣

(◑◑◑◑원)

‘17. 7. 4.

~ 7. 8.

(5일)

100,000 70,000 30,000 100,000 100,000 0 30,000

(비합숙) 

․ 일비: 기타일 3일

       (5할 적용)

․ 식비: 차감없음

3
◐◐

지사

국토정보직

△급 허◇◇

특별과정

(화법)

♣♣

(◑◑◑◑원)

‘18. 7. 10.

~ 7. 14.

(5일)

100,000 70,000 30,000 100,000 100,000 0 30,000

(비합숙)

․ 일비: 기타일 3일

       (5할 적용)

․ 식비: 차감없음

계 340,000 230,000 110,000 320,000 306,650 13,350 123,350

※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육비 120,000원(식비 20,000원 포함) / 특별과정: 교육비 무료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회계관리 장부관리(각계정원장) 내역 및 지출결의서 내역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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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9 감사자 기획경영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공기구비품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부 ◇◇◇◇처
내        용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산관리규칙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분임책임자(지역본부장)는 저장

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는 정기재물조사(연1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

책임자(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 결과를 사장

에게 보고하고 과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공기구비품 재물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7년도 공기

구비품 재물 조사 및 물품 수급계획 제출(◎◎◎◎실-5632, 2017. 8. 22.) 문서를

시달하였다.

따라서 본부에서는 공기구비품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자산상태를 확인한

후 노후화 되고 사용가치가 없는 공기구비품에 대하여는 자산관련 주무부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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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폐기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2018. 8월 감사일 현재 본부의 공기구비품 자산목록을 점검한 결과

[별표] ‘공기구비품 보유현황’과 같이 자산관리규칙 제11조 별표4호 고정자산

분류표의 기준 내용연수보다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10년이 지난 노후화되고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총 22종 838개의 공기구비품을 폐기하지 않고 있는 등 자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자산관리규칙 에 따라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노후되고 사용가치가 떨어지는 비품에 대하여 폐기요청 하는 등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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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기구비품 보유 현황 (2018. 8.월 현재)

 기관명: ▽▽▽▽▽▽본부                                                                             (금액단위: 원)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공기구비품 목록 재구성                                                                    
           

연번 품명 수량 취득가액 상각누계액 기준 내용연수 초과 내용연수

합  계 838 388,677,360 387,839,360 　 　

1 강연대 2 410,000 408,000 8 12

2 냉방기 6 8,862,351 8,856,351 8 5∼7

3 냉온수기 12 1,764,273 1,752,273 5 9∼10

4 냉장고 3 1,818,183 1,815,183 6 7∼8

5 도면보관함 40 54,229,093 54,189,093 8 6∼14

6 문서세단기 1 412,691 411,691 5 9

7 사다리 1 42,000 41,000 8 6

8 선풍기 4 167,272 163,272 5 8

9 에어콤프레샤 15 5,318,066 5,303,066 5 10

10 온풍기 3 3,043,636 3,040,636 8 5∼6

11 옷장 78 14,086,035 14,008,035 8 5∼10

12 응접세트 10 11,649,766 11,639,766 8 6∼8

13 응접탁자 2 1,775,488 1,773,488 8 5

14 진공청소기 2 307,272 305,272 5 8∼10

15 책상 418 190,568,329 190,150,329 8 5∼10

16 책장 56 16,044,092 15,988,092 8 5∼9

17 칸막이 83 38,392,027 38,309,027 8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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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10 감사자 기획경영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 신분증 보안시스템(근태리더기) 출입기능 현행화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처
내        용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인사사무처리규칙 및 보안

업무지침 에 따라 인사사무 및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다.

인사사무처리규칙 제20조(신분증) 제7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소속장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 자체폐기하고 그 결과를 발급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직원이 2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

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사에서는 퇴직 인원이 발생할 때마다 퇴직 직원의 신분증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보안장비를 설정하도록 ‘◐◑◐◑의 신분증 출입기능 제거 협조 요청(■

■처-356, 2018. 1. 11.)’ 문서를 시달하였으며,

보안업무지침 제53조(보안교육)에 따라 ‘2017년 및 2018년 보안교육계획

알림(◎◎◎◎실-1029, 2017. 2. 14. 및 ◑◑◐◐-330, 2018. 3. 13)’을 통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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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출입증)관리의 중요성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각 지사에서는 퇴직직원의 신분증은 즉시 회수하여 지역본부장에게 반납

함과 동시에 더불어 보안경비 업체를 통해 해당 ◐◑◐◑의 신분증 등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근태리더 보안장비 시스템(이하 “근태리더기”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

다.

    그런데도 본부의 2018. 7. 30. 감사일 현재 ◐◑◐◑에 대한 근태리더기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별표] ‘◐◑◐◑ 근태리더기 등록 현황’과 같이 2017. 1. 1.부

터 2018. 7. 30.까지 ◐◑◐◑ 총 64명 중 24명은 근태리더기 출입기능을 정상적

으로 해제하였으나, 40명에 대하여는 근태리더기에 사용자 등록사항을 해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에 대한 근태리더기 사용자 등

록사항을 해제하고, 보안업무지침 등 관련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51 -

[별표]                  

퇴직자 근태리더기 등록 현황(2017.1.1. ∼ 2018.7.30.)

기관명: ▽▽▽▽▽▽본부

연번 기관명 사번 직급 성명 입사일자 퇴직일자 해제여부

1 □□지사 87**** 전문직 배** 1987-08-24 2017-01-07 O

2 ■■지사 78**** 전문직 조** 1978-08-05 2017-01-26 O

3 ▲▲지사 96**** 국토정보직5급 이** 1996-07-05 2017-02-20 O

4 ◎◎지사 90**** 전문직 반** 1990-04-06 2017-03-23 X

5 ○○○○지사 77**** 전문직 조** 1977-09-01 2017-03-27 X

6 ●●지사 T0**** 보조인력 김** 2016-04-05 2017-03-31 O

7 ◇◇지사 T0**** 보조인력 신** 2016-04-05 2017-04-07 O

8 ◆◆지사 T0**** 보조인력 고** 2016-04-05 2017-04-30 X

9 □□지사 79**** 국토정보직3급 최** 1979-01-04 2017-05-02 X

10 △△지사 T0**** 보조인력 심** 2015-05-18 2017-05-17 O

11 ○○○○지사 T0**** 보조인력 김** 2015-05-18 2017-05-17 O

12 ▽▽지사 T0**** 보조인력 서** 2015-05-18 2017-05-17 O

13 □■지사 T0**** 보조인력 오** 2015-05-18 2017-05-17 X

14 ◆◆지사 T0**** 보조인력 김** 2017-05-18 2017-05-30 O

15 △△△△△△처 S0**** 인턴 박** 2017-03-01 2017-07-31 O

16 □■지사 S0**** 인턴 도** 2017-03-01 2017-07-31 O

17 □▲지사 S0**** 인턴 권** 2017-03-01 2017-07-31 X

18 □◎□◎지사 S0**** 인턴 곽** 2017-03-01 2017-07-31 X

19 ◆◆지사 S0**** 인턴 최** 2017-03-01 2017-07-31 X

20 □□지사 S0**** 인턴 김** 2017-03-01 2017-07-31 X

21 □□지사 83**** 전문직 김** 1983-07-22 2017-10-03 O

22 ◐◑◐◑지사 84**** 전문직 이** 1984-06-08 2017-10-12 X

23 ◑◐지사 78**** 전문직 정** 1978-04-01 2017-10-15 X

24 ●●지사 95**** 국토정보직5급 홍** 1995-04-06 2017-10-31 X

25 △△△△△△처 S0**** 인턴 이** 2017-08-01 2017-12-31 O

26 □◎□◎지사 T0**** 보조인력 유** 2017-03-20 2017-12-3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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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사번 직급 성명 입사일자 퇴직일자 해제여부

37 ◐◑◐◑지사 T0**** 보조인력 경** 2017-05-29 2017-12-31 X

38 ◇◇지사 77**** 전문직 정** 1977-09-01 2017-12-31 X

2017

계
　 　 　 38명 　 　 　

39 ■◎지사 T0**** 보조인력 이** 2017-05-18 2018-01-31 X

40 ◎◎지사 84**** 전문직 김** 1984-06-08 2018-02-02 X

41 □◎□◎지사 T0**** 보조인력 고** 2014-02-20 2018-02-18 O

42 ●●지사 78**** 전문직 구** 1978-01-04 2018-05-20 X

43 ●●지사 T0**** 보조인력 강** 2017-03-20 2018-06-21 X

44 ◆◆지사 97**** 국토정보직5급 최** 1997-04-21 2018-06-29 X

45 ●◆지사 77**** 전문직 권** 1977-09-01 2018-06-30 X

46 ▽◎지사 79**** 전문직 조** 1979-01-04 2018-06-30 X

47 ◎■지사 77**** 전문직 이** 1977-09-01 2018-06-30 X

48 ◐◑◐◑지사 77**** 전문직 김** 1977-09-01 2018-06-30 X

49 □■지사 84**** 전문직 김** 1984-06-08 2018-06-30 X

50 ◇◇지사 79**** 전문직 정** 1979-01-04 2018-06-30 X

51 ◎◎지사 83**** 전문직 유** 1983-07-22 2018-06-30 X

52 ◆◆지사 84**** 전문직 배** 1984-11-01 2018-06-30 X

53 ◑◐지사 B7**** 보조인력 김* 2017-05-22 2018-07-03 X

54 △△지사 83**** 국토정보직4급 김** 1983-07-22 2018-07-09 O

55 ○○○○지사 94**** 국토정보직5급 안** 1994-05-19 2018-07-09 O

56 □◎□◎지사 93**** 국토정보직4급 이** 1993-05-11 2018-07-09 X

57 ◇◇지사 92**** 국토정보직4급 안** 1992-04-09 2018-07-09 X

58 ■◎지사 89**** 전문직 노** 1989-05-22 2018-07-20 X

59 ◑◐지사 88**** 전문직 이** 1988-07-11 2018-07-30 X

60 △△△△△△처 S0**** 인턴 김** 2018-03-01 2018-07-31 O



- 53 -

일련번호 16 - 11 감사자 계약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소홀 및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처
내        용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소속직원은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과 임직원 외부강의 등 업무처리요령 에 따라 외부강의 및 회의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참석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

여야하고,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9조 제1항에서는 ♠♠♠♠♠♠

공사의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비밀보장 및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의뢰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에 신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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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부강의 등 사전미승인 현황 (2017. 9. ~ 2018. 8.) 

※ 자료: ERP 외부강의 등록 자료 재구성 

[표 2] 국토정보직4급 정혜영의 외부강의등 참석 현황 (2017. 9. ~ 2018. 8.) 

※ 자료: ERP 외부강의 등록 자료 재구성 

그런데 [표 1]과 같이 다수의 본부 소속직원들이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강의등에 참석하고 있고, 특히 [표 2]와 같이 ▽▽▽▽▽▽

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정□□은 2017. 9월부터 2018. 8월 까지 총5회 외부

강의 등에 대하여 모두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후신고에 대하여도 사후신고

대상여부와 사후신고 기간 위반여부의 검토 없이 반복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는

등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전신고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공사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강의등

신고 및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명 직급 소속 외부강의 일자 신고 일자

1 정□□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7-10-20 2017-11-10

2 정□□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7-11-17 2017-11-21

3 허■■ 국토정보직 ■급 울릉지사 2017-09-01 2017-12-12

4 강▲▲ 국토정보직 ◨급 ◇◇◇◇처 2017-12-15 2017-12-26

5 김◎◎ 국토정보직 ◎급 △△△△△△처 2017-08-28 ~ 2017-12-15 2018-01-15

6 권○○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8-01-26 2018-02-02

7 신●● 국토정보직 ◨급 군위지사 2018-03-16 2018-03-19

8 남◇◇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8-03-13 2018-03-20

9 정□□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8-03-20 2018-03-27

10 정□□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8-03-27 2018-03-28

11 김◆◆ 국토정보직 ◨급 △△△△△△처 2018-05-23 2018-05-24

12 정□□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8-06-05 2018-06-07

13 정□□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8-06-25 2018-06-26

14 조▽▽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8-07-27 2018-07-30

연번 성명 직급 소속 외부강의 일자 신고 일자 외부강의 기관

1 정□□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7-10-20 2017-11-10 ▲▲시

2 정□□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7-11-17 2017-11-21 ▲▲시

3 정□□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8-03-20 2018-03-27 ▲▲시

4 정□□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8-03-27 2018-03-28 ▲▲시

5 정□□ 국토정보직 ◨급 ▲▲지사 2018-06-25 2018-06-26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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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12 감사자 국토정보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지사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청렴도 향상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8) 에 따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매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국가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도 대국민 청렴이미지 제고를 위

하여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렴 안내문｣ 제공 협조: ▣▣실-1919(2015.
4. 21.)” [붙임] 청렴안내문을 측량결과부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 신청 고객에게 공사의

청렴경영 의지를 전파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제27조의2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
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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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사 보관 측량결과부 청렴안내문 제공 확인 현황

그런데도 지사에서는 [표]와 같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측량결과부에 [붙임]

청렴안내문을 첨부하여 제공하지 않는 등 공사의 청렴도 향상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관련 문서를 재통지 하여 청렴안내문 을

측량결과부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공사의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자 종목 접수번호 완료일자 소재지 측량팀장 안내문 제공

2018-07-11 경계복원 **** 2018-08-06 **면 **리 ***-* 채△△ 미제공

2018-07-23 경계복원 **** 2018-08-08 **면 **리 ***-* 송■■ 미제공

2018-07-25 경계복원 **** 2018-08-16 **면 **리 ***-* 채△△ 미제공

2018-08-01 경계복원 **** 2018-08-08 **면 **리 ***-* 송■■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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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청렴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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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13 감사자 국토정보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지사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등록전환측량 정산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지적

측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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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5조(업무처리 전산파일 정리확인) 제1항 제2호에 “측량자가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에 따라 의뢰사항과

증감내용을 대조하여 완료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지사장이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표] 2018년 등록전환측량 정산 착오 현황

※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자료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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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위 지사는 [표]와 같이 등록전환측량 정산을 하면서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의 결정된 면적과 다르게 정산 처리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업무규정시행규칙 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수수료 정산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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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14 감사자 기획경영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지사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지출증명서류 징구 및 편철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는 재무규정 에 따라 지출

증명서류를 징구 한 후 지출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재무규정 제21조 제2항은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청구서 및 영수

증과 다른 법령에 따라 징구하여야 하는 서류(세금계산서등)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지사에서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예산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지출증명서류를 철저히 징구하여야 한다.

[표] 지출증명서류 관리를 소홀히 한 예산집행현황(2017. 1. 1. ∼ 201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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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표]와 같이 음(-)의 세금계산서가 편철되어 있음에도 지급수수료

200,000원을 지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편철하지 않은 채로 수선비 6,630,000원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

그 결과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지출증명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지출증명서류를

구비한 후 대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재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출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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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15 감사자 기획경영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지사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회의비(일반회의) 예산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원업무 및 제도개혁을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회의비를 월 1회 이상 집행하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3조에 따르면 “법인카드라 함은 금융기관

으로 부터 공사 명의로 발급받아 법인카드 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하는 신용

카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집행지침 4. 목별 세부지침 카. 회의비 2)에는 “민원업무 및

제도개혁 회의비, 단위기관장 회의비 등 각종 회의비는 예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사에서는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예산집행지침 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예산 범위(1인당 15,000원) 내에서 회의실시 관련 내부결재 및 지출

원인행위를 득한 후 회의관련 집행목적에 부합하도록 회의비 예산을 집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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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런데도 지사의 2018. 1. 1. ∼ 2018. 8. 20.까지 회의비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별표] ‘회의비 집행 현황’과 같이 매월 실시하는 민원업무 및 제도개혁 회의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과를 구입할 경우에는 회의당일 참석인원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구입하여야 함에도 회의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회의비 집행액

1,113,300원의 평균 54.7%에 상당하는 609,500원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9) 성격의

내․외부 고객을 위한 차재료를 구입하는 등 회의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비 집행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관운영비는 기관(부서)별 배정된 예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내부직원에 한하여 격려,
간담회 및 내․외부 고객 차재료 구입 등 기타 기관(부서)운영을 위한 소규모 지출 등의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되,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의 개인지급 목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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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회의비(민원업무 및 제도개혁) 집행 현황(2018. 1. ~ 2018. 8.)

(단위: 원, %)

연번 회계일자 거래처 집행목적 집행액

차재료구입

비고

금액 비율

1 2018-01-15 ㈜한●●● 쌍화차 외 다과 구입 86,300 45,000 52.1

2 2018-01-29 ㈜한●●● 율무차 외 다과 구입 87,600 40,100 45.7

3 2018-02-08 ㈜한●●● 율무차 외 다과 구입 87,300 39,800 45.5

4 2018-02-22 ㈜한●●● 율무차 외 다과 구입 76,000 38,000 50.0

5 2018-03-07 ㈜하◐◐◐◐◐ 율무차 외 다과 구입 84,700 46,700 55.1

6 2018-03-22 ㈜하◐◐◐◐◐ 율무차 외 다과 구입 79,900 41,900 52.4

7 2018-04-10 ㈜하◐◐◐◐◐ 율무차 외 다과 구입 86,600 48,600 56.1

8 2018-04-24 ㈜하◐◐◐◐◐ 율무차 외 다과 구입 81,500 47,500 58.2

9 2018-05-16 ㈜하◐◐◐◐◐ 율무차 외 다과 구입 103,900 55,900 53.8

10 2018-05-29 ㈜하◐◐◐◐◐ 율무차 외 다과 구입 97,200 43,000 44.2

11 2018-06-14 ㈜하◐◐◐◐◐ 율무차 외 다과 구입 76,500 42,500 55.5

12 2018-06-25 ㈜하◐◐◐◐◐ 율무차 외 다과 구입 84,200 37,900 45.0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각계정원장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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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16 - 16 감사자 국토정보직 □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본부

●△지사
처분요구일자 2018. 9. 회신기일 1개월

♠♠♠♠♠♠공사  상임감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 종목변경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본부 ●△지사
내        용

▽▽▽▽▽▽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지적측량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업무종목을 변경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9조(접수 및 정산) 제2항에 따르면 “정산결과 수량

또는 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 추가수입 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하고, 업무종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업무종목으로 이기하며,

종목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변경된 업무종목은 의뢰서를

출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종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종목변경신청서를 징구하여

종목변경을 처리하고 지적측량의뢰서를 출력 보관하여야 한다.

[표] 지적측량의뢰서 출력 및 종목변경신청서 징구 현황(2017. 1. 1. ~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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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일반업무처리부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종목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표]와 같이 업무종목이

변경된 25건에 대하여 지적측량의뢰서를 출력 보관하고 있으나 24건에 대하여

지적측량종목변경신청서를 징구하지 않아 종목변경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업무규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종목

변경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회계년도 구분 종목 번호 접수일자 소재지 의뢰서 출력 신청서 징구

2 2017 일반 등록전환 **** 2017-09-28 **읍 **리 ***-* ○ ×

3 2017 일반 분할측량 **** 2017-02-09 **읍 **리 ****-** ○ ×

4 2017 일반 지적현황 **** 2017-07-31 **면 **리 ***-** ○ ×

5 2017 일반 경계복원 **** 2017-07-04 **읍 **리 *** ○ ×

6 2017 일반 지적현황 **** 2017-07-28 **면 **리 ***-* ○ ×

7 2017 일반 경계복원 **** 2017-07-18 **면 **리 ***-** ○ ×

8 2017 일반 지적현황 **** 2017-09-21 **면 **리 ***-** ○ ○

9 2017 일반 경계복원 **** 2017-07-04 **읍 **리 **-* ○ ×

10 2017 일반 경계복원 **** 2017-07-18 **면 **리 **** ○ ×

11 2017 일반 분할측량 **** 2017-02-09 **면 **리 ***-* ○ ×

12 2017 일반 경계복원 **** 2017-02-20 **면 **리 ****-** ○ ×

13 2017 일반 경계복원 **** 2017-04-11 **면 **리 ***-* ○ ×

14 2017 일반 등록전환 **** 2017-06-21 **면 **리 ****-** ○ ×

15 2017 일반 경계복원 **** 2017-07-18 **면 **리 ***-* ○ ×

16 2017 일반 지적현황 **** 2017-07-28 **면 **리 ***-* ○ ×

17 2017 일반 등록전환 **** 2017-10-27 **면 **리 ****-** ○ ×

18 2018 일반 지적현황 **** 2018-03-12 **면 **리 ****-** ○ ×

19 2018 일반 지적현황 **** 2018-03-06 **면 **리 ***-* ○ ×

20 2018 일반 지적현황 **** 2018-03-20 **면 **리 *** ○ ×

21 2018 일반 분할측량 **** 2018-11-28 **읍 **리 **** ○ ×

22 2018 일반 지적현황 **** 2018-02-26 **면 **리 **** ○ ×

23 2018 일반 지적현황 **** 2018-03-06 **면 **리 ***-* ○ ×

24 2018 일반 지적현황 **** 2018-03-12 **면 **리 **** ○ ×

25 2018 일반 지적현황 **** 2018-03-20 **면 **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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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처 분) 서(8-1)
□ 제   목: 복무관리(외출) 소홀
□ 확인 내용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복무규정 및 복무규정시행

규칙 에 의거 근무시간 중 공사무로 외출시 외출부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복무규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용무를

위하여 사무실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 오는 것을 말한다.” 라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직원의 외출은 공무와 사무(개인용무)를 위한 외출로 구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1조의2에는 이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별지

서식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외출시에는 행선지와 외출시간, 복귀시간 및 공사무를 구분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근태리더기에 외출시간을 체크하고, 복귀시에는 근태리더기에 귀청

시간을 체크하여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8. 1. 1.부터 현재까지 외출부승인현황을 점검함 결과 [표 1], [표 2]와

같이 외출 시 복귀를 근태리더기에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부 승인을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복무규정 및 복무시행규칙 을 준용하지 않는 등 외출부 관리

업무를 소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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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출 후 귀청시간 누락현황

소속 성명 외출일자 외출시간 복귀시간 귀청시간 소요시간

△△△△△△처 김◐◐ 2018-08-03 13:00 16:00 　 3시간 0분

△△△△△△처 이□□ 2018-05-18 13:30 15:30 　 2시간 0분

△△△△△△처 오■■ 2018-07-16 13:30 14:30 　 1시간 0분

◐◑◐◑지사 이▲▲ 2018-07-31 13:20 17:00 　 3시간 40분

◐◑◐◑지사 이▲▲ 2018-08-02 09:00 12:00 　 3시간 0분

▽◎지사 장◎◎ 2018-01-04 16:05 17:40 　 1시간 35분

▽◎지사 장◎◎ 2018-03-19 14:19 16:00 　 1시간 41분

▽◎지사 최○○ 2018-04-16 16:00 17:40 　 1시간 40분

▽◎지사 최○○ 2018-04-19 16:00 17:50 　 1시간 50분

◑◐지사 강●● 2018-02-28 10:30 13:00 　 2시간 30분

◇◇지사 신◇◇ 2018-08-08 09:15 10:30 　 1시간 15분

□▲지사 유◆◆ 2018-06-22 09:30 12:00 　 2시간 30분

○○○○지사 김△△ 2018-05-23 14:30 16:00 　 1시간 30분

○○○○지사 임▽▽ 2018-03-23 15:30 17:00 　 1시간 30분

●△지사 이◐● 2018-07-11 09:00 11:00 　 2시간 0분

●●지사 김◇◑ 2018-04-12 09:30 10:50 　 1시간 20분

△△지사 정◨□ 2018-01-15 10:00 12:00 　 2시간 0분

△△지사 정◨□ 2018-03-22 16:00 17:30 　 1시간 30분

◆◆지사 피△■ 2018-01-17 13:00 15:30 　 2시간 30분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외출부승인현황 내역 재구성

[표 2] 외출부 미승인 현황

소속(*) 성명(*) 외출일자 외출시간 귀청시간 소요시간 승인자 승인일자

◇◇◇◇처 노□□ 2018-05-08 14:30 16:48 2시간 0분 　 　

△△△△△△처 김■■ 2018-04-17 16:08 18:30 1시간 52분 　 　

△△△△△△처 김▲▲ 2018-04-09 13:00 16:46 3시간 0분 　 　

△△△△△△처 이◎◎ 2018-06-20 14:00 16:45 3시간 0분 　 　

△△△△△△처 박○○ 2018-06-20 14:00 16:45 3시간 0분 　 　

△△△△△△처 김●● 2018-06-20 14:00 16:45 3시간 0분 　 　

△△△△△△처 김◇◇ 2018-04-17 14:00 16:15 2시간 0분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외출부승인현황 내역 재구성



- 69 -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미 승인된 외출부 신청사항에 대해 즉시 승인처리를

하고 복무규정에 관한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출부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7.부터 2018. 8. 31.까지 ▽▽▽▽▽▽본부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30.

♠♠♠♠♠♠공사 ◇◇실 감사반장 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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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처 분) 서(8-2)
□ 제  목: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사옥 전경 사진 현행화 소홀
□ 확인 내용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자산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산관리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산관리규칙」제8조 제2항에는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ERP“라 한다)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사(이하“공사”라 한다)는 2015년 6월 4일 국민과 함께 한

차원 더 높은 국토공간정보를 만들어 국토에 가치를 더하고자 ▣▣▣▣공사에서

LX ♠♠♠♠♠♠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에서는 사옥의 간판을 구) ▣▣▣▣공사에서 LX ♠♠♠♠♠

♠공사로 교체하여 전 국민에게 사명변경을 홍보하였다.

그리고 ERP의 자산관리 건물 등록 시스템에는 사옥 전경 사진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본부에서는 관내 지사 건물 등록에 구) ▣▣▣▣공사의 간판 사옥

사진을 ♠♠♠♠♠♠공사 간판이 있는 사진으로 변경하여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본부 ERP 자산목록 건물등록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구) ▣▣▣▣공사

간판 사옥과 조감도를 사옥 전경사진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여 왔다.

그 결과 LX ♠♠♠♠♠♠공사로 사명변경에 따른 ERP 자산관리 건물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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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본부 ◇◇◇◇처장은 구)▣▣▣▣공사에서 LX ♠♠♠♠♠♠

공사로 사명변경의 간판교체에 따른 새로운 사옥 전경 사진을 ERP 자산관리 건물

등록시스템에 현행화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7.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본부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31.

♠♠♠♠♠♠공사 ◇◇실 감사반장 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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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처 분) 서(8-3)
□ 제   목: 직원 사무분장 ERP 등록 소홀
□ 확인 내용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조직의 직원

정수, 위임전결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직제 규정 및

직제규정시행규칙 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사의 직제규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는 “ 조직관리부서장은 전 직원의

개인별 사무분장을 편람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 개인별 사무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인의 직무경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 사무분장 등록

화면을 대폭 개선하여 ‘ERP 사무분장 등록 협조 요청’10)을 시달하였다.

따라서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각 기관(부서)별 근태담당자로 하여금 즉시 ERP를 통해 직원 개인별

사무분장 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현행화 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본사 지시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지사의 ERP 사무분장 등록현황을 점검한 결과 [표]와 같이 2017년

문서 시행이후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지시사항을 소홀히 하였다.

[표] ERP 사무분장 등록 현황

10) ERP 사무분장 등록 협조 요청 (경영지원실-5789, 2017.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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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내역 및 전자결재 내역 재구성

□ 조치할 사항
▽▽▽▽▽▽본부장은 작성이 누락되거나 현행화 되지 않은 사무분장에 대해

즉시 ERP에 등록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분장 등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7.부터 2018. 8. 31.까지 ▽▽▽▽▽▽본부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30.

♠♠♠♠♠♠공사 ◇◇실 감사반장 박○○ (인)

연번 기관명 내부결재일 ERP 등록여부
현행화 여부

(’18 정기인사) 

12 ○○○○지사 2018. 5. 4. 2017. 2. 13. 미반영

13 ▲▲지사 2018. 2. 20. 2017. 1. 1. 미반영

14 ■◎지사 2018. 2 .19. 2018. 2. 19. 반영

15 ●△지사 2018. 3. 2. 2018. 7. 30. 반영

16 ●◆지사 2018. 2. 14. 2018. 2. 19. 반영

17 ◇△지사 X 2017. 1. 1. 미반영

18 ●●지사 2018. 8. 3. 2017. 7. 17. 미반영

19 ◇●◇●지사 2018. 1. 10. X 미반영

20 △△지사 2018. 2. 22. X 미반영

21 ◎◎지사 2018. 7. 10. 2017. 1. 1. 미반영

22 ■■지사 2018. 8. 1. 2018. 2. 19. 일부 미반영

23 □■지사 X 2018. 2. 19. 반영

24 ◆◆지사 2018. 8. 2. 2018. 8. 1. 반영

25 ▽▽지사 2018. 2. 21. 2018. 2. 19. 반영

26 □◑지사 2018. 2. 27. 2017. 2. 13. 미반영

27 ●◇지사 2018. 1. 11. X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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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처 분) 서(8-4)
□ 제  목: 실습생 실습 상황카드 작성 소홀
□ 확인 내용
▽▽▽▽▽▽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실습생관리지침 에

의거 측량 관련학과 재학생에게 실습을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실습, 지도 및 관리하고 있다.

실습생관리지침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실습생의 실습기간은 공사 직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습기록은 공사 직원의 근무상황카드를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복무규정시행규칙 제7조에는 “결근, 지각, 조퇴, 휴가, 출장, 교육 등은

근무상황카드에 정리한다. 이 경우 근무상황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실습생 실습기록은 복무규정시행규칙 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를 사용하여 실습기록을 관리하여야한다.

그런데도 2017.1.1.부터 현재까지 실습생의 근무상황카드를 점검함 결과 [별첨]과

같이 복무규정시행규칙 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무상황카드를 사용하여 실습

기록을 관리하지 않고 임의로 실습생상황카드를 만들어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실습생관리지침 및 복무규정시행규칙 을 준용하지 않는 등 실습생

실습기록 관리 업무를 소홀하였다.

 □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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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지사장은 실습생관리지침 및 복무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실습생기록 관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21.부터 같은 해 8. 22.까지 ▽▽▽▽▽▽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

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2.

♠♠♠♠♠♠공사 ◇◇실 감사반장 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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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근 무 상 황 카 드

소속: 직명: 성명:

구분

날짜

종

별

필요한날짜수및시간

사유또는용무

신

청

자

근태

확인

부장

(단장)

(차장)

실(처)

장
이사 부사장

사 장
(원 장)
(지역본부장

)
(지사장)

일 일
날자

수

가는

곳

신분상의이동

발 령 년 월 일 소 속
발령

사항 비 고

년

월 일

(전면) <A4 횡서식으로 작성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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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무 상 황 카 드

20 년도

일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종별 계

1월
출

근

2월
출
장

3월
공
휴

4월
결

근

5월
연

가

6월
병
가

7월
공
가

8월
특별

휴가

9월
부임

도중

10월 계

11월
지
각

(후면) <A4 횡서식으로 작성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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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처 분) 서(8-5)
□ 제   목: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부적정
□ 확인 내용

▽▽▽▽▽▽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업무처리결과

성과차이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및 민원이 발생 또는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측량성과 심의제도의 일환인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20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업무처리결과 성과

차이의 적정 여부 검토와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지사장이나

관련 측량자는 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협의회는 관련 측량자와 위원의 의견을 들어 민원해결방안 및 성과를 제시

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업무 표준 매뉴얼 에 따르면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절차는

개최요구(측량팀장) → 자료조사(측량팀) → 조사측량(측량팀) → 개최알림(지사

장) → 성과결정(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의결서 작성(간사 또는 측량팀장) →

협의회 결과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등록(간사 또는 측량팀장) → 종결처리

(결과보고)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표] 지적측량 성과제시불능 처리 현황(2017. 1. 1. ~ 2018. 8 20.)

기관명: ▽▽▽▽▽▽본부 ●△지사                                                 

※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민원 등록 및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반환처리 현황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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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위 지사는 [표] 지적측량 성과제시불능 처리 현황과 같이 협의회

미개최 1회, 의결 결과보고 누락 2회,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미등록 1건 등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 조치할 사항

▽▽▽▽▽▽본부 ●△지사장은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21.부터 2018. 8. 22.까지 ▽▽▽▽▽▽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

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2.

♠♠♠♠♠♠공사 ◇◇실 감사반장 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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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처분) 서(8-6)
□ 제   목: 등록전환측량 수수료 정산 업무 소홀
□ 확인 내용

▽▽▽▽▽▽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개발해위 등 인․허가

부분에 대하여 고객에게 등록전환 측량을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토목공사 전에는 등록전환예정지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지적

현황수수료를 적용하고 제1호의 측량결과에 따라 토목공사를 완료 후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하여 이미 납부한 지적현황측량수수료의 차액을 적용하여 지적측량

수수료를 수입하고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표] 등록전환 정산 내역 (2017. 1. 1. ~ 2018. 8 20.)

기관명: ▽▽▽▽▽▽본부 ◆◆지사                                           (금액단위: 원, 부가세 별도) 

접수일자 종목 번호 소재지
정산내역(오) 정산내역(정)

차액
수량 면적 금액 수량 면적 금액

2017-09-13 지적현황 ***
**면 **리 ***-**

1 1,483㎡ 275,000 1 1,483㎡ 275,000

2018-08-07 등록전환 ** 1 1,483㎡ 466,000 1 1,483㎡ 377,000 89,000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정산내역서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지사는 [표] ‘등록전환 정산 내역’과 같이 등록전환 측량업무

완료 후 정산 시 차액을 적용하지 않아 정산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본부 ◆◆지사장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착오정산에 따른 97,900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전환 정산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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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3.부터 2018. 8. 24.까지 ▽▽▽▽▽▽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

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4.

♠♠♠♠♠♠공사 ◇◇실 감사반장 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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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처분) 서(8-7)
□ 제  목: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집행 소홀
□ 확인 내용
▽▽▽▽▽▽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사교․의례 목적의 현물(화분)을 구입하였다.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3조에 따르면 “법인카드라 함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공사 명의로 발급받아 법인카드 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사용하는 신용카드

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업무추진비는 법인카드로 사용

하고, 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1. 집행자명, 집행일, 집행장소

2. 집행목적(구체적인 회의, 협의 내용) 3. 집행내역: 집행대상의 기관명 및 성명,

참석인원(공사 임직원 포함), 집행금액 등]을 명시하여 직제규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기본결재와 일상감사를 득한 후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6조 제3항에는 “화분, 화환, 기념품 등 현물을 구입하여

전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

중 상품권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지침 을 따른다.” 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지침 4. 목별 세부지침 사.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면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비11)와 기관운영비12)로 구분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

11) 사업추진비는 공사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자료수집·조사 활동 및 유관기관 경조사
비 등에 집행한다. 다만, 유관기관 경조사비의 경우 기관장(사장, 부설기관장, 지역본부장, 지사장) 이
외의 명의로는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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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추진비는 공사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자료수집·조사

활동 및 유관기관 경조사비 등에 집행한다. 다만, 유관기관 경조사비의 경우 기

관장(사장, 부설기관장, 지역본부장, 지사장) 이외의 명의로는 집행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사교․의례 목적의 현물(화분)을

구입할 때에는 약칭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선물 가액범위13)에서 예산집행지침 에 명시된 유관기관 경조사비 등 집행의

경우를 준용하여 업무추진비(사업추진비)를 집행하고, 이에 대한 구매일자․집행자․

집행상대방․집행목적 등을 ‘현물 구매․배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표] 업무추진비 현물(화분) 구매 ․ 배부 현황(2016. 1 ~ 2018. 8)

 기관명: ▽▽▽▽▽▽본부 ◆◆지사                                                               (단위: 원)

구매일자
예산세목

집행자
집행

상대방
집행목적 집행액 비고

정 오

2018-06-14 사업추진비 기관운영비
변◐◐

(직무대리)
최●● *곡 군의원 당선 축하 50,000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법인카드 추진비 사용내역 및 현물 구매 ․ 배부대장 재구성

그런데도 지사의 2017. 1. 1. ∼ 2018. 8. 24.까지 업무추진비 중 현물 구입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축하 및 유관기관 인사발령

(승진, 이동) 등에 현물(화분)을 구입하여 전달하면서 현물 관련 세부내역은

‘현물 구매․배부대장’에 적정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표] ‘업무추진비 현물(화분)

구매․배부 현황’과 같이 업무추진에 따른 집행대상 및 집행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12) 기관운영비는 기관(부서)별 배정된 예산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내부직원에 한
하여 격려, 간담회 및 내․외부 고객 차재료 구입 등 기타 기관(부서)운영을 위한 소규모 지출 등의 소요
를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되,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의 개인지급 목적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13) 선물 가액범위(대통령령 제28590호, 2018. 1. 17.)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
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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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세목을 사업추진비가 아닌 기관

운영비로 적용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조치할 사항
▽▽▽▽▽▽본부 ◆◆지사장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및 예산집행지침 을

준수하고, 직무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3.부터 같은 해 8. 24.까지 ▽▽▽▽▽▽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4.

♠♠♠♠♠♠공사 ◇◇실 감사반장 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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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처분) 서(8-8)

□ 제  목: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 소홀
□ 확인 내용
▽▽▽▽▽▽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는 2018년 6월 ‘냉난방 전기

공사’를(계약금액: 1,905,498원) 실시하였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 제1항은 각 공종별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를14)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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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인 계약은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계약

보증금 납부 면제 시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지사에서 공사계약 완료 시에는 공사계약의 특성에 맞게 계약

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를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표] 하자보증금지급각서 과다징구 현황(2018. 1. 1. ∼ 2018. 8. 17.)
(단위: 원)

그러나 위 지사는 전기공사를 2018. 6. 21. 완료하며 계약사무처리규칙 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보증금율을 적용한 하자보증금 지급각서를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징구하였다.

14) ·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100분의 4

·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 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100분의 3

· 그외의 공사: 100분의 2

건명 계약금액 하자보증금지급각서 징구여부(보증금율) 올바른 보증금(보증금율)

냉난방 전기공사 1.905,498 190,550(10%) 3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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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계약사무처리규칙 에서 요구하고 있는 적정한 채권확보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계약사무를 처리하였다.

□ 조치할 사항
▽▽▽▽▽▽본부 ■◎지사장은 향후 공사 계약 시 공사계약의 종류에

맞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는 하자보증금지급각서를 징구하여 계약사무처리

규칙 에서 요구하고 있는 채권확보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1. 부터 2018. 8. 22. 까지 ▽▽▽▽▽▽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조치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 8. 22.

♠♠♠♠♠♠공사 ◇◇실 감사반장 육▲▲ (인)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01 

제   목  측량(전산)장비 및 용품의 효율적 배부 

기관 / 작성자  ▽▽▽▽▽▽본부  ◇◇◇◇처 / 국토정보직 □급 이◇◇

분 야  업무효율

□ 요 지 

 ○ 정보보안 실태 및 장비 점검을 위한 지사 방문 시 당해 배부된 측량(전산)

용품에 대하여 수요량을 파악하고 각 해당지사에 장비 및 용품을 배부

□ 내 용

 ○ “지사 정보보안 실태 및 장비 점검 계획(안)_◇◇◇◇처(2018.07.17.)”에 

따라 각 지사 방문 시 측량(전산)장비 및 용품을 함께 배부

   – ▽▽▽▽▽▽ 본부 관내 24개 지사(△◨지사 제외)

 ○ 본부 업무용 차량(스타렉스)를 이용하여 장비 및 용품을 전 지사 방문 시 배부

   – 무전기, 소자폴, 삼각대, 드릴, 컴퓨터, 모니터 등

       

□ 기대효과

 ○ 본부와 원거리인 지사의 경우 장비 및 용품을 수령하기 위해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해소하여 지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함

 ○ 장비 및 용품에 대한 실질적인 지사의 사용자 의견을 묻기에 용이함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02 

제   목  고객만족도 S등급을 위한 우수사원 선정 및 지사별 CS담당자 지정

기관 / 작성자  ▽▽▽▽▽▽본부 ◇◇◇◇처 국토정보직 ▽급 김◐◑

분 야  고객만족도(CS)

□ 요 지

 ○ 공사 대비 본부 고객만족도 점수가 지난 3년간 중하위권으로 고객 만족도 

S등급 달성을 위한 우수사원 선정제도 개선 및 CS담당자 지정

□ 내 용

 ○ 3개년 LX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고객사후만족도 *1.9(5) 8*.6(8) 8*.8(5)

직원전화모니터링 *2.5(11) 8*.3(9) 8*.7(5)

서비스품질지수 - 9*.1(9) 9*.9(5)

내부고객만족도 *7.6(9) 8*.6(5) 8*.6(9)

   - LX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내부고객 만족도 점수가 현저히 낮아 본부 내부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필요

   - 최근 3개년 중하위권으로 고객만족도 S등급을 위한 향상 방안 마련

 ○ 과거 활동

   - (비계량 중심의 우수사원 선정) 투명성 약화 및 동기부여 미흡

     : 업무능력, 모범직원, 고객중심경영에 앞장선 직원 등으로 선정

   - (CS직무교육) 지사 자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 (고객만족(CS) 혁신위원회 회의) 직장교육 참석 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각 지사 의견 수렴 및 전달의 어려움  



□ 개 선

 ○ 계량 중심의 우수사원 매월 선정

   - (동기부여) 인증서 수여, 상품권 지급, 연도말 CS친절왕(본부장표창) 선정

   - (투명성 제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로 선정결과 알림

   - (맞춤형 순회교육) 매월 SQI 설문조사 점검 내용을 팀별(110팀) 조사하여 

순회교육 時 맞춤형 교육 자료 제공(24개 지사)

   - (자긍심 고취) 우수사원 선정된 직원은 본부 로비 게시 및 위랜드 공지

 ○ 우수사원 선정 개선 프로세스

   1. 우수사원 선정                        2. SQI 설문조사 점검(110팀)   

      

   3. 우수사원 선정 결과  

 <인증서 및 상품권 전달 위랜드 공지>            <본부 로비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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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담당자 지정

   - (CS직무교육) CS담당자는 매월 CS리더가 전달한 교육 주제로 자체교육 실시 

   - (CS추진위원회 활동) 고객중심경영 확산을 위한 CCM 추진위원회 실시

     가. (아이디어 도출) 지자체별로 상이한 지적측량 프로세스를 지자체별 제작

하여 측량의뢰 時 고객에게 제공 

     나. (우수사례 공유) 고객감동 실천하기 운동 전 직원 개인모니터에 부착하여 

실천하기

가. 지적측량 프로세스 제작 나. 고객감동 실천하기

□ 기대효과

 ○ 각종 고객만족도 조사를 대비한 사전 점검 및 준비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

 ○ 직원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활성화로 내부고객 만족도 상승 

 ○ 고객만족도 종합평가 최우수 본부 수상으로 내부직원들의 서비스 마인드 정착 

및 공공기관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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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03

제   목  드론활용 토지 기본조사 사업 추진 및 확산

기관 / 작성자  ▽▽▽▽▽▽본부 △△△△△△처 / 국토정보직 □급 이■□

분 야  신규사업, 공공기관 협업, 신기술 활용

□ 요 지 

 ○ (시범사업 추진) ▤▤공사와 협업으로 토지개발사업 보상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 ◐◐테크지구 토지보상 도면작성 업무 추진

   ＊ ◐◐ ◐◐테크지구 UAV활용 토지보상 도면작성 업무 계약 (2018.05.16.)

   ＊ 대구 율하지구 UAV활용 토지보상 도면작성 업무 계약 (2018.05.16.)

□ 내 용

 ○ (추진현황) ◐◐하이테크 산업단지(1,300,000㎡) UAV 활용한 토지기본조사

   -(물건현황) 토지 536필지, 건축물 54호, 과실수 11,693주, 전주 82개, 분묘 

1,200기, 비닐하우스 7동 등

  

시범지구 선정 ➡ UAV촬영 ➡ 성과납품 ➡ 현장 기본조사 ➡ 성과검증
4.18. 5.15. 6.12. 6.18. 7.2.

 ○ (활용성과) 드론활용 시 당초계획(4개월) 보다 조사기간 2개월 단축과 기본

조사 물건(건물, 비닐하우스, 전주 등) 대한 정확한 수량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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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기준) 보상 물건에 대한 UAV영상 측정값과 측량 실측값을 비교하여 

허용범위(±10㎝) 이내 검증

   ＊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7조제1항4호(지적측량성과 결정)기준 준용

 ○ (검증결과) 

구 분 검증물건 허용범위 평균교차 검증결과

토지 **동 **** 외 4건 ±10㎝ -3㎝ (적정)

비닐하우스 **리 *** 외 2건 ±10㎝ -3㎝ (적정)

수목 **리 ** 외 1건 ±1% 0% (적정)

 ○ (활용분석) 

물건종류 현행 드론촬영

토지조사

Ÿ 개별토지의 위치파악 곤란, 

토지조사 업무량 증가

Ÿ 현장방문 없이 일괄 토지 현

황조사에 효율적임

Ÿ 토지현황 면적은 지적측량

수행

Ÿ 이지목 면적측정은 지적측량과 

UAV영상으로 면적측정 병행

건축물

조사

Ÿ 현장에서평면도작성(수작업)으로 

건물 조사

Ÿ UAV영상의 건축물 측정자료는 

현장조사 검증자료로 활용

Ÿ 건축물 및 비닐하우스 조사에 

인력 소요

Ÿ 비닐하우스등시설물면적측정에 

효율적

기타

Ÿ 집단수목과 분묘 등은 지적

경계가 불 분명하여 현장조사에 

어려움

Ÿ UAV영상은 수목과 분묘조사가 

용이하고 위치좌표를 등록하여 

분쟁방지 가능

□ 추진 결과

 ○ (업무프로세스 개선)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업무 개선으로 신뢰성 확보 

  - 기존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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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절차 개선

UAV활용

지장물조사
⇨ 점용의심지역추출

행정업무 적용
⇨ 측량실시

(LH공사 현장입회)
⇨ 측량성과도 발급

(LH→LX)
⇨ 성과검토

및 보상업무

□ 추진 성과

 ○ (시범사업) ◐◐ ◐◐테크지구(1,300,000㎡), ▨대 ▨동 ▩▩지구(9176,090㎡)

수행으로 35백만원 신규사업 수익 창출

 ○ (업무확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LH공사에서 수행하는 전국 6개 본부 16개 

지구(약 5억 원) 의뢰되어 업무 진행 중

 ○ (예상업무) ‘19년 50개 지구(약20억 원), ’20년 32개 지구(13억 원) 접수 예정

□ 기대효과

 ○ (LX공사) UAV 활용한 지속가능 업무확대와 4차 산업혁명 핵심적 역할 수행 

   - (신규사업 창출) 신기술(UAV)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업무 개발로 수입 창출 

   - (상호교류)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시스템연계로 인한 열린 혁신 상호 교류 활성화 

 ○ (LH공사) UAV를 활용한 토지보상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효율성 증대  

   - (조사비용 절감) 기존 항공촬영대비 평균 30~50%이상 비용절감 가능

      ＊ 종전 항공사진 1,800만원(기본) → UAV 촬영사진 800만원 소요(1㎢기준)

   - (효율성 증대) 현장조사를 위한 촬영기간 단축, 사업지구관리 투입인력 절감 

등 보상관련업무 효율성 증대

      ＊ 촬영기간: 종전 항공사진 20일 소요 → UAV촬영 5일 소요(1㎢기준)

      ＊ 사업관리 용역비용 감축(주간인력2/3 축소 시 예산 1.9억 절감)

   - (보상투기 방지) 고해상도 UAV촬영으로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증축・토지형질변경 등 불법보상투기 억제 효과

      ＊ 종전 항공사진 50㎝급→ UAV 촬영 영상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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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

일련번호 2018-04

제   목  사회공헌활동(지역센터에 기부, 연말연시 사랑의 연탄 배당 등)

기관 / 작성자  ▽▽▽▽▽▽본부 ◆◆지사 / 국토정보직 △급 이◎○

분 야  홍보

□ 배경

  ○ 사회공헌활동은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

는 국민기업 실현 추구

  ○ 우리 공사 활동사항을 지역사회에 적극 알려 공사 이미지 향상

□ 내용

 ○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역소외계층 주민에게 사랑의 연탄 나눔행사를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일    시: 2016년 12월 14일

    -지역소외계층: 신○○,김○○(생활보호대상자)

    -후원내역: 연탄300장씩 총600장

    -일    시: 2017년 12월 19일

    -지역소외계층: 정○○(독거노인)

    -후원내역: 연탄300장 

○ 대국민 서비스 및 공사 인지도 향상을 위한 도로교통공단과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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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통신원: 2017년 총 제보건수 59건

○ 2017년 직원들 기부금 현황

    -인재지역센터 :6,000,000원

    -유 니 세 프: 740,000원

    -장미요양원: 580,000원

    -사회복지관: 570,000원

    -헌      혈: 8건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등

○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신문에 게재되는 뿐만 아니라 2017년도 우리공

사 경영대상 경영관리부분(사회공헌마일리지등)에서 수상

 □ 기대효과

  ○ (사회공헌활동)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직원 봉사활동 만족도 향상

  ○ (기부활동) 공공기관으로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 (홍보활동) 지역사회에 공사 인지도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