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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지역본부와 관내 지사에서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를 통하여 주요정책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마케팅, 영업 관리, 지적측량 수수료 

수입, 지적측량, 자산관리, 소방안전교육 등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시정, 개선, 지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지역본부 및 관내 ○○지사 등 12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일까지 주

요 사업추진 전반과 자산․회계 관리 및 지적 측량업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지적측량 업무처리에 대한 적법성, 민원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의 적정성, 측량(전산)장비 관리의 적정성, 회계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 

업무 분야별 고위험 리스크 관리,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지원 

등을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모범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5. 5. 6. 부터 같은 해 5. 22. 까지 13일간 14명의 감사인력(연 인원 

135명, 외부회계감사인 2명 포함)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이후 감

사실의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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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본부 및 지사 종합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업무전반에 대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강점, 취약점을 파악하여 미래위험에 

대비하고자 함.

  ○ 본부 및 지사 종합감사를 통한 경영환경 분석

경영환경

구분 강점 약점

본부
▪세분화된 사무업무처리 능력 보유

▪대국민서비스 역량 보유

▪공간정보 사업 확대를 기반 보유

▪타본부 대비 고객만족도 점수 낮음(전년

도 대비 4.7점 하락)

▪타본부 대비 많은 지사 운영으로 안전 

사고 발생 항시 우려

지사
▪전문화된 지적측량 업무처리능력 보유

▪명확한 사무분장으로 능동적 업무처리

▪대국민서비스 역량 보유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민원발생 시 보

상금 요구 확대 우려

▪대내·외 업무 협력이 필요한 기관 다수

기회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화된 인력의 업무영역 및 역할 증대

위험 민원발생에 따른 내･외부 고객만족도 지속 하락

Ⅱ.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1. 조직 및 인력

  ○ 관내현황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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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및 재산

  

 2. 경영성과 

 3. 2015년 업무추진 현황

(2015. 5. 15.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업무명
 연간목표

 실      적 비     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합   계 1,100 843.2 76.7 386.5 35.1

지적측량 1046.4 807.4 77.2 376.6 36.0

공간정보 51.1 29.5 57.8 9.6 18.8

지적재조사 2.5 6.3 248.7 0.3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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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1. 총   평 

○○지역본부와 관내 ○○지사 등 11개 지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

과 대체적으로 적정하였다.

   「경영안정과 창조적 도전으로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본부」라는 비전을 바

탕으로“자율적 책임”,“공간정보 정착”,“지속가능 경영”,“창조적 혁

신”을 본부 4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국토공간정보 역량강화를 통해 경

영성과 흑자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문별 주요성과로는 2014년도 258억 원 흑자, 목

표량 102% 달성, 3년 연속 CS스타상 수상 등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혼

연일체가 되어 최우수 본부로 거듭나고 있다. 2015년에도 도내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일반업무가 증가되어 목표량 초과달성을 통한“지속적 운

영성과 흑자본부를 유지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자체만족도 조사, 

직원 친절도를 점검하여 질 높은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S등급 

달성, 경영성과 300억 달성 및 공간정보사업 55억 달성 등“고객 중심의 

감동경영을 구현”하여 최고의 고객만족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다만, 2015년도 종합감사 결과 지역본부와 11개 지사에서는「계약업무 

처리 부적정」등 30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행정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본부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정 및 문서 지시사항 등을 숙지하고 일선 

지사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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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비고

통보 시정 개선 권고 회수 지급 징계 문책

건수 30 19 0 4 0 4 1 0 2

금액 2,969,867,010 2,969,616,210 250,800

인원 3 3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가 . 일반행정 분야

11111111111111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 직원 근태처리 소홀

< 요  약 >

대한지적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근태를 여비 없는 일반출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출

근”처리를 하는 등 근태처리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음.

22222222222222  본부 및 지사사옥 관리용역 감독 및 확인 소홀

< 요  약 >

계약규정 제3조 (계약의 원칙) 제1항 및 제11조(감독)

본부 사옥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본부 및 지사 사옥관리 용역 계약의 이행을 철저히 감독

하고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본부 사옥의 경우 정기방재, 정화조 청소와 지사 사옥의 경우 

방역소독, 사옥 대청소, 물탱크 청소 등에 대해 감독과 이행여부 확인 등을 소홀히 처리함.

33333333333333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

< 요  약 >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 제8조 및 예산집행지침(차량유지비)

유류대금 정산내역의 주유현황(공사부담금)과 차량유지비의 유류대금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상 주유금액 착오 기재 및 누락으로 지출내역이 

구입(정산)내역과 다르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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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444444 지사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관리 소홀 

< 요  약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시설안전관리) 및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03호) 제4조

지사에 소화기 총 9대가 현재 비치되어 있으나, 비치된 소화기 2대는 노후되어 작동 

여부가 의심되고 3대는 압력게이지가 비정상 상태로 비치만 되어 있는 실정임.

나 . 인사행정 및 회계사무 분야

11111111111111  직원 표창대상자 선정(추천) 부적정

< 요  약 >

표창규칙 제11조의2(대상자 선정의 결격사유)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훈격의 표창을 받은 자(우수상, 공적상은 제외)는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았음에도 표창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22222222222222  2014년 직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소홀

< 요  약 >

2014년도 직원 근무성적평정(○○부-5968:2014. 11. 20.)

지사 측량팀장 실적평정 시 실적순위 102위는 전체 피평정 인원 204명에 대하여 상위

비율 50% 이내이므로 평정점을 26.67점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상위비율 60% 이내인 

25.00점을 부여하는 등 개인별 업무추진실적 평정점을 착오 부여하였음.

33333333333333 직원 근무성적(실적)평정에 관한 사항 

< 요  약 >

근무성적평정규칙 제5조(평정) 및 2014년도 직원 근무성적평정(○○부-5968:2014. 11. 20.)

2014년 개인별 실적 및 근태 상황의 수량 확인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기술직4급 김

○○의 실적점수가 80.44점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19.49점으로 실적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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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44444444  유관기관 워크숍 행사비용 집행 부적정

< 요  약 >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및 예산집행지침  

3. 예산의집행 나. 세출

유관기관 워크숍 행사 참석예상인원 보다 과다하게 공연관람권을 구입하였으며, 실제 

참석인원이 56명으로 상당히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기념품 및 공연관람권 등의 잔여분

이 상당히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잔여분을 명확한 근거와 자료 없이 사용하였음.

55555555555555 봉급 등 보수지급 부적정

< 요  약 >

급여규정 제8조(보수의 계산 등) 및 급여규정 제9조(휴가, 휴직자의 보수)

승진자에 대한 대우수당 586,430원과 출산휴가자의 무급기간 봉급 3,670,680원을 관련규정

과 다르게 과다 지급함.

66666666666666 계약업무(인지세) 처리에 관한 사항

< 요  약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지적측량 의뢰자가 사기업(또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지세법 제6조 제4호의 규정된 단체와 업무 계약 시 또

는 완료 후 수수료 청구 시 계약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 하고 소인하여야 하는데

도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처리 함. 

77777777777777 여비교통비 지출 업무처리 부적정

< 요  약 >

재무규정 제20조(지출) 및 여비규정 제4조의3(여비의 결재 및 정산)

운임과 숙박비를 포함한 여비교통비 지급의 경우에는 출장자가 여비정산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여비정산 청구서의 작성

과 결재를 누락한 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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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8888888888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요  약 >

계약규정 제10조(계약보증금)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9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

100만 원 이상의 지적기준점 매설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면

제하되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계약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 받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함.

99999999999999 법인카드 사용 소홀

< 요  약 >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5조(법인카드 사용제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클린카드로 사용이 제한되는 주점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나, 

업종이 주점인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준용이 소홀함.

다 .  지적측량 분야

11111111111111  공간정보업무 규정 마련 및 업무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 요  약 >

공간정보 3법[시행 2015. 6. 4.(법률 제12736호), 2014. 6. 3.(일부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 3법 시행(2015. 6. 4.)에 따라서 공간정보업무에 대한 공사 내부의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고, 국토정보 사업정의에 따라 ○○○○단에서 추진하는 47종에 

대한 국토정보업무에 대하여 규정(업무분석 및 관리) 및 업무처리 프로세스 미흡으로 일선 

업무처리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규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2222222222222 지적측량 미수수수료 관리에 관한 사항 

< 요  약 >

업무규정시행규칙 제32조(미수수수료 구분) 및 미수수수료 관리 지침 제3조(리스크의 
구분 및 판단 기준) 내지 제5조(단계별 세부 관리)

지적측량수수료 미 수입이 48건에 2,964,588천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으며, 특히 12건 

1,079,735천원은 수입이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미수수수료 수입을 위한 행정절차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무자(발주처)의 재산상황을 조사 등)와 지급명령 등의 법률적인 대

응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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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33333333 지적측량수수료(현황) 적용 부적정

< 요  약 >

2014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68호: 2014. 1. 1. 시행)

인･허가 면적을 도상에 맞추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140%를 적용하여야 하나 130%로 과소하게 측량수수료 적용함.

44444444444444 지적측량 성과물(반환) 등록 소홀

< 요  약 >

MOS 사용자 매뉴얼(2014. 7. 23.) 취소반환 성과검사

접수 취소된 업무에 대해 측량수수료를 10%와 30%를 수입하면서 작업공정이 반영된 

측량성과물을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성과제시불능 등의 

사유로 취소(100%)된 업무를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에 등록하지 않는 등 지적측

량성과물 등록 업무가 소홀함.

55555555555555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부적정

< 요  약 >

2014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68호: 2014. 1. 1. 시행)

지적공부등록지별 계수를 적용하면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측량필지(수치)를 토

지로 착오 접수하였고, 착오 접수된 지적공부등록지별(토지) 계수를 기준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산정·정산함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과소하게 수입함.

66666666666666 민원업무 처리 소홀

< 요  약 >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39조(등록 방법 및 시기) 및 민원업무처리 개선 알림 

(고객지원부-1316: 2014. 4. 2.)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지적측량성과협의회 결과 등록을 누락 하였으며, 민원

사무처리부를 출력하여 비치하지 않는 등 민원업무 처리가 소홀함.



- 10 -

77777777777777 지적측량(일반·특수)업무 처리기간 준수 소홀

< 요  약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일반, 특수)업무 처리 시 초과사유 없이 2014년도 35건, 2015년도 19건 총 

54건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지적측량 업무처리를 소홀함.

88888888888888 원-모아(One-More) 서비스 제도에 관한 사항

< 요  약 >

지적측량 A/S 제도(○○○○부-3498: 2011. 9. 30.)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일반접수 처리에서 소재지를 등록 할 시 소재지이력 

검색을 하지 않고 바로 해당 소재지가 원-모아 서비스 대상(지번, 경계표시점)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원-모아 서비스 제도 개선이 필요함.

99999999999999 지적측량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요  약 >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 매뉴얼(성과물등록, p.37)

소관청으로부터 보완 요청된 측량결과도 내용을 수정하면서 공사 지적측량현장지원

시스템(MOS)의 측량결과도는 수정하지 않고 소관청에 재검사 요청함으로써 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최종 측량성과와 다르게 측량성과가 등록·관리함.

1010101010101010101010101010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일계표 작성 소홀

< 요  약 >

업무규정시행규칙 제3조(지적측량업무의 접수) 및 제24조(지적측량수수료수입 일계표 작성) 

지사장은 당일 접수된 지적측량수수료 수입상황에 대하여 일계표를 작성, 일일 결산하고, 

일계표를 결재하여야 하는데도 일계표 잔액과 지사 측량수수료수입 계좌 잔액이 불일치하

게 작성된 일계표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함.

1111111111111111111111111111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 부적정

< 요  약 >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11.가.1.5

같은 필지내의 구획과 선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하면서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선에 

대하여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기본단가의 50퍼센트)하지 않고 100퍼센트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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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21212121212121212121212 지적측량자료부 작성방법 개선

< 요  약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9조(지적측량 자료조사)

지적측량성과를 작성하면서 지적측량자료부 내용과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같은 내용을 두번 작성함에 따라 시간적 행정적으로 낭비되고 동일한 작업의 
반복으로 인해 업무능률이 저하되어 개선이 필요함.

1313131313131313131313131313 지적측량업무(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처리 소홀

< 요  약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현지측량방법 등) 제8항

성과제시가 불가하여「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퍼센트 반환처리 하였으나,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를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지적측량 관련 자료를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에 미등록함.

1414141414141414141414141414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업무처리 소홀

< 요  약 >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20조(개최) 및 제21조(운영 등)

지적측량성과협의회 개최 후 전자결재에 개최 결과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일부 건은 
2014년도 의결내용을 2015년도에 결과보고 하는 등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라 .  지적측량 기술 분야

11111111111111 도해지역 지적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작성 부적정

< 요  약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 (현지측량방법 등)

도해지역 지적측량결과도를 작성하면서 면적측정방법을 “좌표”로 표기하여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측량결과도 작성이 소홀함.

22222222222222 지적현황측량결과도 작성 부적정

< 요  약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4조(측량기하적) 및 업무규정 제20조(지적측량결과도) 제1항 제2호

현장의 도로, 담장, 옹벽 등의 구조물을 측정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으나, 지적측량결과도의 
현황선에 붉은색 원을 표기하여 현황선을 현장에 표시한 것으로 착오 작성하는 등 
지적현황측량결과도 작성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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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건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비고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1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 직원 근태처리 소홀 문책(1명) 1개월

2 직원 표창대상자 선정(추천) 부적정 통보 1개월

3 2014년 직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소홀 통보 1개월

4 지적측량 미수수수료 관리에 관한 사항 회수 2,964,588,000 3개월

5 유관기관 워크숍 행사비용 집행 부적정 문책(2명) 20일

6 본부 및 지사사옥 관리용역 감독 및 확인 소홀 통보 1개월

7 봉급 등 보수지급 부적정 회수 4,257,110 1개월

8 지적측량수수료(현황) 적용 부적정 회수 138,600 1개월

9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 통보 1개월

10 지적측량 성과물(반환) 등록 소홀 통보 1개월

11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부적정 회수 632,500 1개월

12 민원업무 처리 소홀 통보 1개월

13 여비교통비 지출 업무처리 부적정 통보 1개월

14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통보 1개월

15 지적측량(일반, 특수)업무 처리기간 준수 소홀 통보 1개월

16 도해지역 지적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작성 부적정 통보 1개월

17 직원 근무성적(실적)평정에 관한 사항 통보 1개월

18 지적측량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통보 1개월

19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일계표 작성 소홀 통보 1개월

20 지사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관리 소홀 통보 1개월

21 법인카드 사용 소홀 통보 1개월

22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 부적정 지급 250,800 1개월

23 지적측량업무(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처리 소홀 통보 1개월

24 지적측량업무(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처리 소홀 통보 1개월

25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업무처리 소홀 통보 1개월

26 지적현황측량결과도 작성 부적정 통보 1개월

27 공간정보업무 규정 마련 및 업무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28 계약업무(인지세) 처리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29 원-모아(One-More) 서비스 제도에 관한 사항 개선 2개월

30 지적측량자료부 작성방법 개선 개선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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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문 책 요 구

제        목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 직원 근태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문 책 대 상 자   ○○○○지사 전문직 ○○○

문책    종류  ○○

내        용

    「대한지적공사 임직원행동강령」제3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제

6항에 따라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반드시 복

무규정에 따라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국토정보직5급 송○○○ 외 2명은 “세계측지계 변환 실무담당

자 교육 등”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복무규정에 따라 여비

없는 일반출장 처리를 하여야 하였다.

< 표 1. 외부강의·회의 등 참석 현황 >

접수일 신고자 부서
신고자

직급

신고자

성명
요청기관 요청사유 강의날짜 대가 근태처리 비  고

2014-08-11
○○지역본부 

○○○○처
5급 송○○ ○○도청

세계측지계 변환

실무담당자 교육 
2014-08-12 20 만원 ○ 근무상황카드: 출근

2014-04-01
○○지역본부 

○○지사
2급 은○○ ○○시청 업무연찬회 강사 2014-03-27 25 만원 ○ 근무상황카드: 출근

외출부 

미작성

2014-05-02
○○지역본부 

○○지사
2급 은○○ ○○시청

부동산평가위원회 

주택개별공시지가
2014-04-21 8 만원 ○ 근무상황카드: 출근

2014-08-05
○○지역본부 

○○지사
2급 은○○ ○○시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심의
2014-07-24 8 만원 ○ 근무상황카드: 출근

2014-10-21
○○지역본부 

○○지사
2급 은○○ ○○시청

○○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등에 대한 심의 
2014-10-17 8 만원 ○ 근무상황카드: 출근

2015-04-24
○○지역본부 

○○○○처
6급 지○○

○○○○

○○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감독 2015-04-28 10 만원 ○ 근무상황카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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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국토정보직5급 송○○ 외 2명은 총 6회에 걸

쳐 외부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면서 근태를 여비 없는 일반출장으로 처리하

지 않고 “출근”처리를 하는 등 근태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전문직 ○○○에게 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처분사유)에 따라 문책(주의) 처분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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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직원 표창대상자 선정(추천)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표창규칙」 제11조의2(대상자 선정의 결격사유) 제1항 제5호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훈격의 표창을 받은 자(우수상, 공적상은 제외)는 대

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지사 국토정보직 5급 김○○ 외 4명은 각 2013. 7. 1, 2013. 9. 6,

2013. 2.27, 2011.11. 1, 2011. 3. 4 본부장표창 등을 받았으므로 각 2015. 6.30, 2015.

9. 5, 2015. 2.26, 2013.10.31, 2013. 3. 3.까지는 표창대상자로 선정(추천)하여

서는 아니 된다.

< 표 1.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훈격의 표창을 받은 직원 현황 >

년 월 일
표 창 대  상 자

표창훈격 표창자 표창내용기록자인 표창사유 비고
현 소속 당시  소속  직 급 직  위 사  번 성  명

2013-07-01○○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 5급 　 ×××××× 김○○ 본부장표창 ○○○본부장 모범상 김○○ 36주년  창사기념일 표창
1년6월

2014-12-31○○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 5급 　 ×××××× 김○○ 도지사표창 ○○○ 행정유공 김○○ ○○정보과-26206

2013-09-06○○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 5급 　 ×××××× 이○○ 본부장표창 ○○○본부 모범상 김○○
운지부-6908(13.08.28.)  

○○주-5844(13.08.30.)
9월25일

2014-07-01○○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 5급 　 ×××××× 이○○ ○○○ ○○○ 모범상 김○○
37주년  창사기념일 본부

장 표창

2013-02-27○○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 3급 지사장 ×××××× 오○○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표창장 김○○ ○○○지사-1366

10월4일

2013-12-31○○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 3급 지사장 ×××××× 오○○ 장관표창 ○○○○○장관 표창장 김○○
2013년도  ○○○○○ 

유공

2011-11-01○○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 5급 　 ×××××× 김○○ 표창장 ○○○청장 표창장 김○○
○○○지사

-4271(2011.11.02)
1년10월4일

2013-09-05○○지역본부/○○지사 ○○지역본부/○○지사 5급 　 ×××××× 김○○ 구청장표창
○○○○○○  

청장
표창장 김○○

○○○지사

-4031(2013.09.09)

2011-03-04○○지역본부/○○○○처○○지역본부/○○지사 4급 　 ×××××× 이○○ 시장표창 ○○○장 표창장 김○○
○○○지사

-550(2011.3.9)
1년9월27일

2012-12-31
○○지역본부/○○○○처○○지역본부/○○지사 4급 차장 ×××××× 이○○ 시장표창 ○○○장 표창장 김○○ ○○지사-65(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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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지사 국토정보직 5급 김○○ 외 4명은 각각

2014.12.31., 2014. 7. 1, 2013.12.31., 2013. 9. 5., 2012.12.31.에 도지사표창 등을 수

여하는 등 표창대상자 선정(추천)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표창규칙」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창대상자 선정(추

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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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2014년 직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1. 고객만족도조사 최고득점지사 탁월평정에 관한 사항

2014년도 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무성적평정 실시(○○부-5968:2014.11.20.)에

따른 2014 직원 근무성적평정 설명자료 _ Ⅲ. 3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평정

(일반직원) _ 4. 평정방법에 따라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각 본부별로 최고

의 점수를 받은 1개 지사에 대하여 해당지사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평정

분포비율에도 불구하고 1명에 한하여 1차 평정 시 탁월로 평정할 수 있으

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지사가 2개 이상(동일점수)인

본부의 경우에는 해당지사 모두 각각 1명씩 탁월로 평정할 수 있다.”고 되

어있다.

< 표 1. 고객만족도조사 최고득점지사 직원 탁월 평정 현황 >

지사명 중○ 고○ 시○○○ 동○○ 평○○○평○○○ 오○ 이○ 화○ 광○ 연○ 포○

점  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직원명
5급

○○○

5급

○○○

5급

○○○

4급

○○○
-

4급

○○○

4급

○○○

5급

○○○

5급

○○○

4급

○○○

4급

○○○

5급

○○○

1차 평정 99 100 100 100 98 99 98 97 99 100 99

따라서 2013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본부는 ○○지사 등 총

12개 지사가 최고의 점수(100점)를 받아 해당 지사별 1명씩 총12명에게 1차

평정 시 탁월평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위 현황과 같이 ○○○○지사 직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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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게는 탁월평정을 하지 않았다.

2. 개인별 업무추진실적 평정에 관한 사항

2014년도 직원(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무성적평정 실시(○○부-5968:2014.11.20.)에

따른 2014 직원 근무성적평정 설명자료 _ Ⅲ. 3급 이하 직원 근무성적평정

(일반직원) _ 5. 근무성적평정표 작성요령 _ 다. 실적평가 _ (2)실적평가 _

<실적평점점 기준>에 따라 “측량팀장의 실적점수는 실적평정대상 팀장의

총 인원에 대하여 실적점수 전체 순위를 기재하고, 실적순위가 전체 피평

정 인원의 비율에 따라 평정표에 표시된 점수를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 표 2. 개인별 업무추진실적 평정기준 및 평정 현황 >

상위비율 10%이내 20%이내 30%이내 40%이내 50%이내 60%이내 70%이내 80%이내 기타

평정기준

(순  위)
1 ~ 20위 21~40위 41~61위 62위~81위 82~102위 103~122위 123~142위 143~163위 164~204위

평정현황

(순  위)
1 ~ 20위 21~40위 41~61위 62위~81위 82~101위 102~122위 123~142위 143~163위 164~204위

평정점 33.33점 31.67점 30.00점 28.33점 26.67점 25.00점 23.33점 21.67점 20.00점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실적순위 102위는 전체 피평정 인원 204명에

대하여 상위비율 50% 이내이므로 평정점을 26.67점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상

위비율 60% 이내인 25.00점을 부여하는 등 개인별 업무추진실적 평정점을 착오

부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근무성적평정 매뉴얼」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성적

평정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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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지적측량 미수수수료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지적측량수수료는 공사 세입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부에서는 상시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가 적정한 시기에 수입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일선 지사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고 그 진행사항과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더불어 본부장은 업무규정시행규칙 제32조(미수수수료 구분)에 따라

매월말을 기준으로 완료된 업무 수수료 상황을 파악하여 수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수수료 수입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미수수

수료 조기 수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미수수수료 관리 지침 제3조(리스크의 구분 및 판단 기준)

및 제5조(단계별 세부 관리)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의 적기 수입과 장기

미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지적

측량수수료 청구 후 장기간 경과된 과년도 미수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업시

행기관 담당자와 지출 관련 진행상황을 수시로 협의 및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법인이나 조합의 경우 업체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적측량 미

수수수료가 조기 수입될 수 있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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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역본부의 지적측량 미수수수료 관리 실태를 확인하

여 보면, 비록 미수수수료 수입을 위해 법률적인 절차(재산명시 등)를 진

행하는 등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법원에 재산명시(주식회사 ○○개발, 사

건번호 ####카명####) 신청 후 2015. 3. 23.일자로 본부에서 재산상황을 열

람 및 복사하고도 이후 별도의 후속조치가 없는 등 지속적인 미수수수료

수입 노력 및 관리가 소홀하다.

< 표 1. 법적 대응 미조치 현황 >

※ ○○○5B구역업무(2014.9.22. 법적대응계획 수립) 법적 대응 미 신청

※ ○○○구역도시개발사업(2014.9.30. 법적대응계획 수립) 법적 대응 미 신청

※ ○○○권4구역 재개발사업(2015.3.9. 법적대응계획 수립) 법적 대응 미 신청

또한 지적측량업무를 완료하고 발주업체의 준공 지연, 사업예산 미확

보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 수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

수수료 수입을 위한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장기 미수수수료 수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장기간 미 수입되고 있는 미수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한 법적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표 1>과 같이 현재까지 법적 대

응이 법원에 미 신청 되어있는 등 회수절차 진행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 표 2. 연도별 지적측량수수료 미 수입 현황 >

(금액단위: 천원)

구분 발생년도
수입 가능 수입 불투명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본부
2008년 1 10,309 2 49,238

2009년 1 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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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수수료 법적 조치: 6건 267백만원 /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예정 업무: 6건 383백만원

 ※ ○○지역본부 미수수수료 현황<붙임 1> 참조 작성

    결과적으로 <표 2> 현황과 같이 지적측량수수료 미 수입이 48건에

2,964,588천원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어 있으며, 특히 12건 1,079,735천원은

수입이 불투명한 업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미수수수료 수입을

위한 행정절차(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무자(발주처)의 재산상황을 조사 등)와

지급명령 등의 법률적인 대응 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차원

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완료된 업무의 수수료 수입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

여 수수료 수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과년도 미수수수료 48

건 2,964,588천원에 대해서는 수입 대책반을 (재)구성한 후 회신 기일 내에

수입 또는 회수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발생년도
수입 가능 수입 불투명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6 455,478 2 119,610

2011년 5 220,101 2 497,052

2012년 8 588,968 4 230,439

2013년 2 171,384 1 109,389

2014년 14 438,610

합계 36 1,884,850 12 1,07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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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문 책 요 구

제        목   유관기관 워크숍 행사비용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문 책 대 상 자   ○○○○○○처 ○장 이○○(전 ○○○○처 ○장)

               ○○지역본부 ○○지사 ○장 주○○(전 ○○○○처 ○장)

문책    종류  ○○

내        용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

르면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고, 같은

강령 제32조(투명한 회계처리)에 따르면 임직원은 회계기록 그밖에 재무

관리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

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산집행지침 중 3. 예산의집행 나, 세출에는 “합리적인 계획 수

립으로 능률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경상적 경비의 집

행을 최대한 절감 및 억제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려운

경제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배정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

저를 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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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유관기관 워크숍 행사계획 및 집행결과 현황 >

구 분 행사 계획 집행결과 비 고

행사
일시 2014.12.12. 14:30∼21:20 2014.12.12. 14:00∼21:40

참석
인원 100명(○○○○)

56명

(○○○○인사 34명, ○○○ 18명 등)

행사
비용

ㆍ공연관람: 4,176천 원(140명)

ㆍ기 념 품: 2,880천 원(100개)

ㆍ식    대: 5,320천 원(140명)

ㆍ다 과 외: 2,275천 원

     계   : 14,651천 원 

ㆍ공연관람: 4,176천 원(140명)

ㆍ기 념 품: 2,880천 원(100개)

ㆍ식    대: 4,565천 원(  ?  )

ㆍ다 과 외: 1,858천 원

     계   : 13,479천 원 

따라서 공사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당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본부 ○○○○처에서 추진한 2014년 유관기관 워크숍

행사 계획과 결과를 보면 위 <표 1> 현황과 같이 워크숍 행사계획의 참석

인원보다 과다하게 공연관람권을 구입하였고, 실제 참석인원 56명으로 축

소되어 상당히 발생한 기념품 및 공연관람권의 잔여분을 명확한 근거와

자료 없이 사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국토정보공사장(○○처장)은 유관기관 워크숍 행사 당시 책임자와

담당자인 국토정보직 2급 이○○, 국토정보직 4급 주○○에게 직원경고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처분사유)에 따라 문책(주의) 처분하시고,

○○지역본부장은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워크숍 행사 계획 및 관련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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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본부 및 지사사옥 관리용역 감독 및 확인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계약규정 제3조 (계약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1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

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지역본부 ○○○○처에서는 ‘2014년 본부 및 지사 사옥관리용역’을

위해 ㈜○○기업개발(대표자 정○○)과 399,877천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서 계약의 일부인 과업지시서에 본부 사옥에 대하여는 방역 및 소독 6회,

대청소 2회, 정기방제 2회, 정화조 청소 6회, 물탱크 청소 2회, 건물 외벽

(유리) 청소 1회 등과 28개 지사 사옥에 대하여는 대청소 2회, 물탱크 청소

1회, 청소소독 1회 등을 계약기간 중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 표 1. 본부 및 지사 사옥관리용역 수행 현황 >

구 분 주요 계약내용(과업지시서) 용역수행 결과 비 고

본부 ㆍ방역소독: 6회 ㆍ방역소독: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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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부 사옥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본부 및 지사 사옥관리 용역 계약

의 일부인 과업지시서의 이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확인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표 1> 현황과 같이 사옥관리 용역계약의 일부인 본부 사옥

의 정기 방제, 정화조 청소와 지사 사옥의 방역소독, 사옥 대청소, 물탱크

청소 등에 대한 감독과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계약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

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련 업무에 철저

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요 계약내용(과업지시서) 용역수행 결과 비 고

ㆍ정기방제: 2회

ㆍ대 청 소: 2회

ㆍ정화조청소: 6회

ㆍ물탱크청소: 2회

ㆍ외벽(유리)청소: 1회

ㆍ정기방제: 없음

ㆍ대 청 소: 2회

ㆍ정화조청소: 없음

ㆍ물탱크청소: 2회

ㆍ외벽(유리)청소: 1회

지사

ㆍ방역소독: 1회

ㆍ대 청 소: 2회

ㆍ물탱크청소: 1회(14지사)

ㆍ방역소독: 없음

ㆍ대 청 소: 없음

ㆍ물탱크청소: 1회(4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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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봉급 등 보수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급여규정 제8조(보수의 계산 등)에 “봉급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고, 신규채용, 승진,

전직, 승급, 감봉 그 밖에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서도 보수는 모두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수의 일할계산은 그

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그리고 급여규정 제9조(휴가, 휴직자의 보수) 제2항제4호에 “ 복무

규정 제19조(특별휴가) 제1항제4호나목(출산의 경우)에 따른 휴가 직원에

게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출산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 표 1. 승진자 대우수당 정산내역 >

(금액단위 : 원)

소속 직·성명 승진일자
대우수당 정산내역 비 고

(인상분 
포함)정 오 차액(여입)

시○○○ 4급 이○○ 2014.1.24. 151,350 209,930 -58,580
(1.1.~1.23.
까지 대우수
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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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출산휴가자 봉급 등 정산내역 >

                                                                        (금액단위 : 원)

구    분 정산월

무급 기간 정산내역
(2014.4.26.∼2014.5.30.) 비  고

(인상분 포함)
정 오 차액(여입)

봉    급
2014.4월 2,225,830 2,671,000 -445,170

2014.5월 0 2,671,000 -2,671,000

기술수당
2014.4월 83,330 100,000 -16,670

2014.5월 0 100,000 -100,000

대우수당
2014.4월 184,160 221,000 -36,840

2014.5월 0 221,000 -221,000

가족수당 2014.5월 0 180,000 -180,000

계 2,493,320 6,164,000 -3,670,680

§ ○○지사 국토정보직 6급 최○○(출산휴가: 2014.2.10.∼2014.5.30. 110일)

§ 유급 기간: 2014.2.10.∼2014.4.25.(75일)

§ 무급 기간: 2014.4.26.∼2014.5.30.(35일)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출산휴가중최초 60일(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한다.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승진자에 대한 대우수당과 출산휴가자의 무급

기간 봉급 등을 과다 지급하는 등 보수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소속 직·성명 승진일자
대우수당 정산내역 비 고

(인상분 
포함)정 오 차액(여입)

평○○○ 4급 김○○ 2014.1.24. 151,350 209,930 -58,580 〃

안○ 4급 권○○ 2014.1.24. 150,980 209,560 -58,580 〃

안○ 4급 이○○ 2014.1.24. 150,980 209,930 -58,950 〃

안○ 4급 김○○ 2014.1.24. 151,350 209,930 -58,580 〃

남○○○ 4급 유○○ 2014.1.24. 150,610 209,320 -58,710 〃

용○○○ 4급 나○○ 2014.1.24. 151,350 210,060 -58,710 〃

고○ 4급 김○○ 2014.1.24. 151,350 209,930 -58,580 〃

안○ 4급 허○○ 2014.1.24. 151,350 209,930 -58,580 〃

광○ 4급 현○○ 2014.1.24. 150,980 209,560 -58,580 〃

계 10명 1,511,650 2,098,080 -58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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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과다 지급된 봉급 등 보수

4,257,110원을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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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현황) 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2014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68호:

2014. 1. 1. 시행)」별지「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11. 지적

현황측량 “⑥ 인․허가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하는 지적현황의

경우, 분할측량과 같은 필지수를 적용하고 지적현황측량수수료 단가에 40%를

가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표 1. 지적측량수수료(현황) 적용 내역 >

(금액단위: 원)

접   수

토지소재

수수료적용(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종목 접수일자

정(A)
(140%)

오(B)
(130%)

차 액
(B-A)

현황 제29호 ‘14. 3. 20.
○○동 ###-2 966,900 896,500 70,400 추가납부

○○동 ###-21 880,000 0 0

현황 제51호 ‘14. 7. 10.
○○동 ###-10 903,100 870,100 33,000 추가납부

○○동 ###-12 966,900 931,700 35,200 추가납부

계 3,716,900 2,698,300 138,600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동 ###-2번지 외 1건에 대해 면적을 도상에

맞추어 지적측량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필지에 대해서는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의 130%를 적용하여 138,600원(부가세 포함)을 착오(과소)적용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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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소 수입한 지적측량수수료 138,600원을 추가수입하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적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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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 제8조 및 예산집행지침 (차량유

지비)에 의거 지정한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주유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연료

공급을 받았을 경우 차량관리자는 차량운행 내역 및 연료공급 내역을 차

량운행일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 표 1. 업무용 임차차량 유류 구입내역 >

(단위 : 원)

구 분 차량유지비
(유류대)

유류대금
정산내역 차액 차량관리자 비 고

2013. 5. 732,520 805,520 73,000 ○장 노○○ 주유량, 주유금액 중복기재(5.9)

2013. 6. 796,440 702,440 94,000 ○장 노○○ 주유금액 비고란에 착오기재(6.26)

2014. 4. 707,534 635,040 72,534 ○장 윤○○ 주유량,주유금액  등록 누락(4.8)

2014. 5. 356,280 288,320 67,960 ○장 최○○ 주유량,주유금액  등록 누락(5.28)

2015. 1. 342,080 346,480 4,400
○장 윤○○ 주유금액 착오기재 50,000→48,000(1.29)

○장 김○○ 주유금액 착오기재 60,000→57,600(1.6)

2015. 3 452,890 457,450 4,560 ○장 윤○○
주유금액 착오기재 50,000→48,000(3.24)

주유금액 착오기재 64,000→61,440(3.4)

또한, 201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준수와 세출예산을 절감

하고자 기존 사용하던 주유전용카드를 해지하고 동년 12월부터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차량관리자) 및 임차차량 업무처리 요령의 차량운행에 차량관리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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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표 1> 현황과 같이 차량운행일지의 연료공급 내역 누락

및 유류대금 착오기재로 유류대금 정산내역의 주유현황(공사부담금)과 차

량유지비의 유류대금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주유금액 착오 기재 및 누락으

로 지출내역이 구입(정산)내역과 다르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임차차량 업무처리

요령」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용

임차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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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 성과물(반환) 등록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수료의 반환)

제1항에 따르면 “측량의뢰 후 의뢰인이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취소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측량을 위한 제반 준비(파일준비, 자료조사 등)가 완료한 경우에는 기본 1필

지에 대한 수수료의 10%를 차감한 잔액(2015년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현지에 출장하여 측량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본 1필지에 대한 수

수료의 30%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 게시판 공지사항 “MOS 사용자 매뉴얼”

(2014. 7. 23.) 취소반환 성과검사에 따르면 의뢰인의 취소 요구로 측량

수수료 70%, 90%(2014년), 100%(성과제시불능 등)를 반환한 업무는 취소(반환)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이 반영된 성과물인 측량준비도 파일, 자료조사

(과거 측량기록이 있는 경우의 당해 측량파일 등)와 같은 제반 준비 자료를

현장지원시스템(MOS)에 등록하여 반환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측량 의뢰인의 요구로 취소 및 성과제시불능으로 반환하는 경우

에도 취소(반환)한 시점까지 작업공정이 반영된 성과물을 지적측량현장지

원시스템(MOS)에 등록하여 반환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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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지적측량 반환(성과검사 누락) 현황 >

(2014. 1. 1.～2015. 5. 13.)

접수일 종목 접수번호 토지 소재지 반환율 비고

2014-02-25 경계복원 50 ○○○구 ○○동 ### 90%

2014-02-19 경계복원 64 ○○구 ○○동 ###-9 70%

2014-03-03 분할측량 50 ○○구 ○○동 ##-3 90%

2014-03-25 경계복원 52 ○○○구 ○○동 ####-5 70%

2014-03-27 경계복원 88 ○○○구 ○○동 ###-27 100% 성과제시불능

2014-03-31 현황측량 13 ○○○구 ○○동 ####-2 90%

2014-04-10 현황측량 50 ○○구 ○○동 ### 90%

2014-04-07 경계복원 111 ○○구 ○○○동 ###-5 90%

2014-04-07 분할측량 82 ○○○구 ○○○동 ###-5 90%

2014-04-16 분할측량 42 ○○○구 ○○동 ###-2 70%

2014-05-21 분할측량 120 ○○○구 ○○동 #-6 90%

2014-05-22 경계복원 327 ○○구 ○○동 산###-2 90%

2014-05-15 경계복원 306 ○○구 ○○동 ##-42 70%

2014-04-07 분할측량 36 ○○○구 ○○ ####-1 90%

2014-06-09 분할측량 151 ○○구 ○○○동 ###-4외 100% 성과제시불능

2014-06-09 경계복원 361 ○○구 ○○○동 ###-4외 100% 성과제시불능

2014-04-17 경계복원 227 ○○구 ○○동 ###-4 100% 성과제시불능

2014-04-17 경계복원 228 ○○구 ○○동 ###-6 100% 성과제시불능

2014-04-16 분할측량 95 ○○구 ○○동 #-39 70%

2014-08-13 현황측량 35 ○○○구 ○○동 ###-1 90%

2014-08-26 경계복원 262 ○○○구 ○○동 ###-1 90%

2014-07-01 경계복원 207 ○○○구 ○○동 ###-72 70%

2014-09-24 경계복원 155 ○○○구 ○○동 ##-3 100% 성과제시불능

2014-10-08 경계복원 593 ○○구 ○○동 ###-1 90%

2014-09-18 경계복원 556 ○○구 ○○동 ###외 1 90%

2014-10-29 경계복원 178 ○○○구 ○○동 ###-108 100% 성과제시불능

2014-10-22 현황측량 152 ○○구 ○○동 ## 90%

2014-12-05 경계복원 728 ○○구 ○○리 ##-41 100% 성과제시불능

2015-01-23 경계복원 31 ○○구 ○○동 ###-1 70%

2015-03-02 경계복원 95 ○○구 ○○동 ##-2 100% 성과제시불능

그런데도 위 <표 1> 현황과 같이 2014. 1. 1.부터 2015. 5. 13.까지 접

수 취소된 업무 21건은 측량수수료를 10%와 30%를 수입하면서 작업공정

이 반영된 측량성과물을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에 등록하지 않았으

며, 성과제시불능 등의 사유로 취소(100%)된 업무 9건의 측량성과물(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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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ZIP파일, GDB 등)을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에 등록하지 않는

등 지적측량성과물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등록하지 않은 지적측량성과물을 지적측량현장지원

시스템(MOS)에 등록하시고, 성과물 등록과 관련된 사용자 매뉴얼 에 따

라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성과물 등록·관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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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시정요구(회수)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1항에 따르면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1)의 지적

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수치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 등에서 경위

의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수료 적용구분이

며, 도해란 토지경계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지역 등에서 평판 및 전자

평판측량에 의해 도해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

수료 적용구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수수료의 산

정)에 따르면 “수수료는 측량업무 종목별로 개별 산출하고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적측량 접수 후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산처리 한

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1조(수수료의 단가산정기준 및 시행일 등) 제3항

에 따르면 “수수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지적측량 종목에 따라 면적, 지역구

분,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토지·임야)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기준면적

1) 의뢰인 정보 및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축척, 면적 등 측량 필지 정보를 기록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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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은 가산계수를 적용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의 경우 체감

또는 가산계수를, 연속지·집단지는 체감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수료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적측량수수료는 지적측량 종목에 따라 지적공부등록지별(수치·

토지·임야) 계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지적측량 접수 후 변동사항은 정산(추가납부 또는 반환)처리 하여야 한다.

< 표 1. 지적공부등록지별 계수 착오 적용 현황 >

(단위: 원)

접수일 종목
(접수번호)

축
척

토지 소재지
(면적/공시지가)

정 오
차액 측량자 비고

구분 수수료 구분 수수료

‘14.05.26.
경계복원

(72) 500
○○구 ○○동 ###-2
(1014.2㎡/1,140,000) 수치 1,043,900 토지 821,700 222,200 이○○

분할 23호
패키지적용

‘14.08.12.
경계복원

(100) 500
○○구 ○○동 ###-15
(1057.0㎡/1,353,000 수치 1,043,900 토지 821,700 222,200 이○○

분할 34호
패키지적용

‘14.10.17. 현황측량
(18)

500 ○○구 ○○동 ###-67
(197.7㎡/1,366,000)

수치 542,300 토지 354,200 188,100 이○○

계 3건 2,630,100 1,997,600 632,500 추가납부 추가납부

그런데도 위 <표 1> 현황과 같이 지적공부등록지별 계수를 적용하면

서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측량필지를 토지로 착오 접수하였고, 착오 접

수된 지적공부등록지별(토지) 계수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산정·정

산함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과소(632,500원_부가세포함) 수입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소 수입한 지적측량수수료 632,500원을 추가수입하

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

측량수수료 적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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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민원업무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39조(등록 방법 및 시기)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르면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방법은 민

원인의 성명, 토지소재지, 휴대전화 번호, 인적사항, 민원과 관련된 간단한 민

원 건명,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주관적 판단 없이 6하

원칙에 따라 내용 그대로 등록 하고, 민원과 관련된 자료 등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에 등재하여야 하며, 민원등록 시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등록고객

여부 확인 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징수 후 첨

부하여 제38조제5호2)의 대상 업무는 발생 시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민

원내용 등록 시기는 방문, 전화, 이-메일, 서면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경

우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부득이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무

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하되, 민원접수 일시와 등록이 늦은 사유를 구체적으

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업무처리 개선 알림 (○○○○부-1316: 2014.04.02.)에 따

라 2010년～2013년 누락된 측량민원내용, 성과협의회, 실사위원회, 적부심

사건 전량을 2014년 7월까지 등록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고객관계관리

(CRM)시스템 고도화로 민원사무처리부 및 상담처리부의 수기작성을 폐지

2)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38조(등록 대상 업무) 시스템의 등록대상 업무는 지적측량과 관련된 업무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1~4: 생략)

   5.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지적측량실사위원회, 소송, 보험청구, 적부심사, 인사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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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CRM시스템에서 출력하여 비치(보존 기간 10년)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측량성과 착오발생자 관리 철저 (○○○○부-1490: 2011.05.09.)

및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실적 제출 (○○지역본부 ○○처-5231: 2011.05.12.)

에 따르면 “신속, 정확, 공정한 성과제시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적측량성

과협의회 실적을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에 미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자 매 분기별 처리현황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제

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2010. 1. 1. 부터 감사일(2015. 5. 15.) 현재까지 개최한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처리 현황을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에

등록하고, 매 분기별 처리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지사→지역본부→본사)

하여야 하며, 또한 민원사무처리부를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에서 출력

하여 사무실에 비치(10년)하여야 한다.

< 표 1.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및 등록 현황 >

(단위: 건)

년도 성과협의회 운영 CRM 등록 CRM 미등록 비고

2010 1 0 1
2011 33 0 33
2012 2 0 2
2013 0 0 0
2014 2 0 2

2015 1 0 1 2015년 1분기 실적 보고누락
○○지사-1423(2015.04.02.)

계 39 0 39

▣ 민원사무처리부 출력 및 비치 현황: 없음

그런데도 위 <표 1> 현황과 같이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에 지적

측량성과협의회 운영 실적 39건(2010.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등록을 누

락 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부를 출력하여 비치하지 않는 등 민원업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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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등록하지 않은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실적을 관

계 서류를 첨부하여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에 등록하고, 민원사무처리

부를 출력하여 비치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민원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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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여비교통비 지출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재무규정 제20조(지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출을 하는 경우에

는 지출결의서와 부속서류에 지출의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결의를 받

은 후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청구서 및 영수증과 다른 법령에 따라 징구하여야 하는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여비규정 제4조의3(여비의 결제 및 정산) 제2항에 따르면 국내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고 별표3의 여비

정산청구서를 작성하여 회계 관계 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 정산을 신청

하여야 한다.

< 표 1. 여비정산 청구서 누락 현황 >
  (금액단위: 원)

지출일 출장기간 출장자
여비교통비 지급내역

비고
운임 식 비 숙박비 계

2014.04.18. 4.14∼4,17 성○○ 외 2인 243,000 183,000 423,000

2014.11.04. 10.28∼10.30 민○○ 외 2인 45,600 180,000 200,000 425,600

2014.11.04. 10.29∼10.30 연○○ 외 2인 45,600 120,000 150,000 315,600

2014.11.07. 11.03∼11.06 민○○ 외 2인 53,400 180,000 300,000 533,400

2014.11.07. 11.03∼11.06 연○○ 외 2인 46,000 180,000 250,000 476,000

2015.01.19. 1.12∼1.16 이○○ 외 2인 240,000 360,000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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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운임과 숙박비를 포함한 여비교통비 지급의 경우에는 출장자

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춘 여비정산 청구서를

신청하여 지사장의 결재를 득하고, 지출담당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에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표 1> 현황의 운임과 숙박비가 포함된 여비교통비를 여비

정산 청구서의 작성과 결재를 누락한 채 지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

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비교통비 지출 업무에 철

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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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계약규정 제10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

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9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면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규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과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

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

고,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첨부

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

차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표 1.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누락 현황 >

  (금액단위: 원)

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자 비고

지적기준점 매설 용역 - 1,234,200 지적시니어
클럽

계약(승낙)서 및 
검사조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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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계약금액이 100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하인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계약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 <표 1> 현황과 같이 100만 원 이상의 지적기준점 매설 용

역 계약에 대해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

고, 일부 계약(승낙)서 및 검사조서를 누락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계약규정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

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

약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건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자 비고

“ 2013.10.01.∼10.11. 1,161,600 “

“ 2013.10.23.∼10.24. 1,790,800 “

“ 2014.06.12.∼06.13. 1,037,300 “

“ 2014.10.07.∼10.08. 1,973,400 “

“ 2014.10.08.∼10.24. 1,467,400 “

“ 2014.10.08.∼10.31. 1,796,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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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일반, 특수)업무 처리기간 준수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3항에 따라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또한, 같은 규칙 4항에 따르면 “제3

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

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민원행정 확인·컨설팅 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부-259: 2014. 1. 16.)으로 “안전행정부 민원행정 확인·컨설팅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법정처리기한(5일)이 지난 민원 건에 대한

불수용 사유 내용 건은 “의뢰인 연기, 보완, 등록사항정정 대상지, 자료

조사, 측량수수료 미납, 일기불순으로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런데도 붙임 현황과 같이 국토정보직 3급 김○○, 국토정보직 4급

신○○, 국토정보직 4급 박○○, 국토정보직 4급 정○○이 지적측량(일반, 특

수)업무 처리 시 초과사유가 없이 2014년도 35건, 2015년도 19건 총 54건

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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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업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업무 처리기간 준수를 위해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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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2014년 지적측량(일반, 특수)업무 처리기간 초과 현황 >

(2014. 1. 1.∼ 2014. 12. 31.)
업무
구분 소관청 접수일 총계정 업무종목 접수번호 측량예정일 완료일자 처리

일수 직급 측량팀장 초과
사유

일반
업무

○○구 2014. 2.18 - 경계복원 9 2014. 2.25. 2014. 2.25. 6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 2.24. - 경계복원 10 2014. 3. 4. 2014. 3. 4. 6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4. 4.14. - 도면작성 1 2014. 4.14. 2014. 4.30. 13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 5. 9. - 경계복원 31 2014. 5.16. 2014. 5.16. 6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4. 5. 9. - 경계복원 30 2014. 5.16. 2014. 5.16. 6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4. 6. 9. - 분할측량 11 2014. 6.13. 2014. 6.19. 9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 8. 4. - 지적현황 31 2014. 8. 8. 2014. 8.11. 6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4. 9.16. - 경계복원 123 2014. 9.23. 2014. 9.23. 6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4.9.24. - 경계복원 190 2014.10. 1. 2014.10. 1. 6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10.20. - 분할측량 46 2014.10.29. 2014.10.31. 9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4.12. 5. - 경계복원 79 2014.12.15. 2014.12.15. 7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12.12. - 경계복원 180 2014.12.22. 2014.12.22. 7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특수
업무

○○구 2014.12.11.

1

지적현황 102 2014.12.11. 2014.12.18. 6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4.12.11. 지적현황 103 2014.12.11. 2014.12.18. 6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4.12.11. 경계복원 27 2014.12.11. 2014.12.18. 6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4. 1. 1. 1 지적현황 2 2014. 3. 1. 2014. 6.26. 121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4. 6.16. 2 지적현황 16 2014. 6.16. 2014. 8.13. 43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 1. 1. 4 지적현황 5 2013.12.26. 2014. 1.10. 7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4. 4.28. 6 지적현황 52 2014. 3. 1. 2014. 5.16. 13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4. 1. 7. 8 지적현황 9 2014. 1. 9. 2014. 4.14. 8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10.23. 27 지적현황 24 2014.11. 3. 2014.11. 5. 10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 9.15. 28 현황내업품 2 2014. 9.22. 2014. 9.23. 7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 9.26.

31

분할측량 9 2014. 9.24. 2014.10.13. 8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 9.26. 분할측량 8 2014. 9.24. 2014.10.13. 8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 9.26. 분할측량 10 2014.10. 7. 2014.10.13. 8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 9.24. 분할측량 6 2014.10. 7. 2014.10.13. 10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 9.24. 분할측량 7 2014.10. 7. 2014.10.13. 10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 4.14. 40 기초(삼각) 2 2014. 4.15. 2014. 6.25. 33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4. 4.24. 45 분할측량 19 2014. 4.28. 2014. 7. 2. 42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4. 5.16. 52 경계복원 14 2014. 5.23. 2014. 5.26. 7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4. 9.26. 81 기초(도근) 5 2014.10.13. 2014.11.28. 35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4.11. 7.
89

택지예정좌표 12 2014.11.10. 2014.11.18. 8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4.11.10. 현황내업품 9 2014.11.10. 2014.11.18. 7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4.11. 7.
90

기초(도근) 7 2014.11.10. 2014.12.11. 16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4.11. 7. 기초(도근) 8 2014.11.10. 2014.12.11. 16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 2015년 지적측량(일반, 특수)업무 처리기간 초과 현황 >

(2015. 1. 1.∼ 2015. 5.11. 현재)
업무
구분 소관청 접수일 총계정 업무종목 접수번호 측량예정일 완료일자 처리

일수 직급 측량팀장 초과
사유

일반
업무

○○구 2015. 2. 3. - 경계복원 16 2015. 3 6. 2015. 3 9. 22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5. 2. 6. - 경계복원 24 2015. 2.12. 2015. 2.13. 6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5. 2. 6. - 경계복원 21 2015. 2.12. 2015. 2.13. 6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5. 2. 6. - 경계복원 23 2015. 2.12. 2015. 2.13. 6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5. 2.26. - 지적현황 8 2015. 3. 4. 2015. 3. 6. 6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5. 3. 3. - 경계복원 61 2015. 3. 9. 2015. 3.10. 6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5. 3. 3. - 경계복원 62 2015. 3. 9. 2015. 3.10. 6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5. 3. 3. - 경계복원 60 2015. 3. 9. 2015. 3.10. 6 국토정보직 3급 김○○ 없음

○○구 2015. 3.12. - 경계복원 78 2015. 3.19. 2015. 3.19. 6 국토정보직 4급 정○○ 없음

○○구 2015. 3.26. - 경계복원 106 2015. 4. 1. 2015. 4. 2. 6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5. 3.27. - 경계복원 82 2015. 4. 8. 2015. 4. 9. 10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5. 4. 9. - 부대기타 6 2014. 4.14. 2015. 4.16. 6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5. 4.13. - 경계복원 33 2015. 4.20. 2015. 4.20. 6 국토정보직 4급 정○○ 없음

○○구 2015. 4.15. - 분할측량 6 2015. 4.21. 2015. 4.24. 6 국토정보직 4급 정○○ 없음

특수
업무

○○구 2015. 1.26. 3 지적현황 2 2015. 1.26. 2015. 2. 3. 7 국토정보직 4급 신○○ 없음

○○구 2014. 2.24. 6 경계복원 8 2015. 3. 6. 2015. 3. 9. 10 국토정보직 4급 정○○ 없음

○○구 2015. 1.22. 13 기초점매설 3 2015. 1.16. 2015. 4.10. 54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구 2015. 4. 9. 15 경계복원 10 2015. 4.15. 2015. 4.16. 6 국토정보직 4급 정○○ 없음

○○구 2015. 2. 6. 18 지적현황 7 2015. 2.13. 2015. 2.26. 12 국토정보직 4급 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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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도해지역 지적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작성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현지측량방법 등) 제10항에 따르면 “전자

평판측량에 따른 세부측량은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면

적측정은 전산처리 방법에 따른다.”고 되어있다.(2014.12.31.시행)

따라서 측량결과도 작성 시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 의 “[예시 1] 지적

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에 따라 도해지역의 면적측정부에 “좌표”로 기

재하던 사항을 “전산”으로 표기해야 한다.

< 표 1. 도해지역 지적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작성 부적정 현황 >

(2015. 1. 1. ∼ 현재)

종목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면적) 계

건수 12건 83건 28건 123건

그런데도 <표 1> 현황과 같이 총 123건의 도해지역 지적측량결과도

를 작성하면서 면적측정방법을 “좌표”로 표기하는 등 측량결과도 작성에

소홀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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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

량결과도 작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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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직원 근무성적(실적)평정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공사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이란 역량평가표, 개인업적평가표 및 근무성

적평정표에 따라 직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근무상태 등에 관하여

직위상의 하위자와 상위자가 평가하는 평정을 말하며, 「근무성적평정규

칙」제5조(평정) 제①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은 전년도 12월 1

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1년간)로 하며 평정기간 만료 후 20일 이

내에 평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2014년도 직원 근무성적평정 실시(인사부-5968, 2014.11.20.)

< 표 1. 실적평정점 기준 >

상위비율 10%이내 20%이내 30%이내 40%이내 50%이내

평정점 33.33점 31.67점 30.00점 28.33점 26.67점

상위비율 60%이내 70%이내 80%이내 기타

평정점 25.00점 23.33점 21.67점 20.00점

그리고 현업에 종사한 측량팀장(4급 직원) 근무성적평정점은 능력평가

(66.67점)와 실적평가(33.33점)로 구분하고, 가산점 및 감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점 중 실적평가는 개인별 실적점수의 순위(상위비율)에

따라 <표 1>과 같이 평정점이 차등되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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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사에서는 측량팀장으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직원근무성적평가표를 작성한 후 2014. 12. 5.자로 ○○지역본부에 “2014

년 개인별 실적 및 근태 상황”을 작성 제출하였으며, 지역본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개인별 실적을 평가하였다.

< 표 2. 국토정보직4급 김○○ 본인처리실적 현황 >

구분 업종별 수량(오) 수량(정) 증감 비고

특수업무

분할
토지 △283 2 △281

임야 △25 0 △25

연속지
토지 283 0 283

임야 25 0 25

    ※ 국토정보직4급 김○○의 “2014년 개인별 실적 및 근태 상황”의 실적 참조 작성

그러나 ○○○○지사에서 ○○지역본부에 제출한 “2014년 개인별 실적

및 근태 상황”을 확인하여 보면 국토정보직4급 김○○ 팀장의 본인처리실

적 중 특수업무 분할 및 연속지 실적이 <표 2>와 같음에도 분할 수량에

토지 △283필, 임야 △25필의 측량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연속지 수량에는

토지 283필, 임야 25필의 실적을 기록하여 총괄 실적점수를 △19.48점으로

산출하였다.

결과적으로 “2014년 개인별 실적 및 근태 상황”의 수량 확인이 부적정

하게 이루어져 국토정보직4급 김○○의 실적점수가 80.44점으로 처리되어

야 함에도 △19.49점으로 실적을 작성하여 ○○지역본부에 제출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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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관련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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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공사는 2011년부터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업무처리로 전환

하고자 현장지원시스템(MOS)을 도입하여 종이도면에 의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도면결재 처리를 전자파일에 의한 디지털 성과검사와 도면전자결

재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 목적은 공사에서 생성되는 측량정보의 외부유출

및 오남용 방지와 중앙 집중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있으

며, 더불어 고객에게 제공된 최종 측량정보를 언제․어디서나 즉시 확인함

으로서 업무 완료 이후 발생되는 지적민원처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현장지원시스템(MOS)에 보관하는 측량정보는 고객에게 제공

되는 최종 성과가 등록되어야 하며, 그 성과물은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

(MOS) 매뉴얼(성과물등록, p.37)”에 따라 완료된 업무의 측량결과물〔SIP

로작성된성과물압축파일(측량결과도, 성과도, 면적측정부), 측량결과부

(PDF), 현장측량파일(GDB), 이동정리파일, 추가이동정리파일, 관련필지이

동정리파일〕, 지상경계점등록부(HWP/PDF) 등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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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측량결과도 작성 현황 >

구분
접수

번호
토지소재지 측량자 적요

토지

분할
136

○○동

###번지
이○○

○ 측정점위치설명도 작성 부적정 등으로 반려(○○

○○과-12054, 14.7.24.)

◯ 지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측량결과도와 소관청에 

검사요청한 측량결과도의 내용이 상이

토지

분할

146

148

○○동

###번지 외
이○○

○ 허가 조건이행 후 재검사 요청하도록 반려(○○

○○과-12730, 14.8.6.)

◯ 지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측량결과도와 소관청에

서 검사요청한 측량결과도의 내용이 상이

토지

분할
42

○○동 

###-1번지
신○○

○ 측정점위치설명도 등 작성하도록 반려(○○○○

과-8124, 14.6.16.)

◯ 지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측량결과도와 소관청에

서 검사요청한 측량결과도의 내용이 상이

토지

분할
73

○○ 

###-6번지
이○○

○ 측량대상토지 점유현황선 보완하도록  반려(○○

○○과-14777, 14.11.11.)

◯ 지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측량결과도와 소관청에

서 검사요청한 측량결과도의 내용이 상이

그러나 <표 1>과 같이 소관청으로부터 보완 요청된 측량결과도 내용

을 수정하면서 공사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의 측량결과도는 수정

하지 않고 소관청에 재검사 요청함으로써 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최종

측량성과와 다르게 측량성과가 등록·관리되고 있다. 즉 공사에서 규정한

측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기적인 방법으로 측량결과도 작성 및 검사를

득한 후 소관청에 검사를 요청하는 등 성과물 관리가 소홀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 매뉴얼에 따라 최종

성과물이 등록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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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일계표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업무규정시행규칙 제3조(지적측량업무의 접수) 제3항에 “지사장은 일일

수입된 수수료의 입금내용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측량 종목별로 구분하여

지적측량수수료 수입일계표를 관리한다. 이 경우 의뢰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

표, 업무의 전산정보처리명세, 수수료 송금표, 수수료 반환금, 미수수수료 관리대

장 및 입금계좌 등을 상호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4조(지적측량수수료수입 일계표 작성) 제1항 및 제2항에

지역본부장, 지사장은 당일 접수된 지적측량수수료 수입상황에 대하여 일계표를

작성,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수입 일계표

작성 방법 또한 규정하고 있다.

지적측량수수료수입 일계표 작성 방법

1. 의뢰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 수수료 입금통장,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해 작성한다. 
2. 측량종목별로 접수, 미수입, 반환 및 수입금액을 기재한다. 
3. 업무마감 후 입금분은 입금일 기준으로 접수한다. 다만, 공휴일에 입금된 경우는 다음날로 접수할 수 있다.
4. 미수입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종목의 일계 및 누계란에 기재한다. 
5. 반환금(당일분)에 대하여는 해당 종목의 일계·누계란에 금액을 기재한다. 
6. 부대업무란에는 지적측량에 수반되는 경계점표시 등의 건수·수량·금액을 기재한다. 
7. 미수수수료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구분하여 수입된 금액을 기재한다. 
8. 지역본부 송금란은 지역본부에 송금한 금액을 일계와 누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잔액은 지역본부에 

송금한 후 수수료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기재한다.
9. 매월 말일 수입, 지출(반환, 본부송금)내용에 대한 월계, 누계금액을 기재한다. 

따라서 지사장은 당일 접수된 지적측량수수료 수입상황에 대하여 일계표를

작성, 일일결산하고, 일계표를결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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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일계표 작성 현황 >

(2014.1.1. ～ 2015.5.8.) (금액단위: 원)

거래일자 일계표 잔액
(①)

* 측량수수료 
계좌 잔액(②)

차 액
(①-②) 비 고

2015.05.08. 0 1,320,000 -1,320,000

당일 수입분

당일 

송금으로 

처리하여

일계표 잔액

“0”

2015.02.11. 0 1,036,200 -1,036,200

2015.02.09. 0 1,190,200 -1,190,200

2014.12.28. 0 109 -109

2014.12.12. 0 1,556,500 -1,556,500

2014.12.10. 0 221,100 -221,100

2014.11.25. 0 1,608,200 -1,608,200

2014.11.18. 0 1,472,900 -1,472,900

2014.11.10. 0 445,500 -445,500

2014.10.10. 0 1,058,200 -1,058,200

2014.09.16. 0 4,798,200 -4,798,200

2014.08.22. 0 963,600 -963,600

2014.07.21. 0 2,680,700 -2,680,700

2014.07.07. 0 19,135,600 -19,135,600

2014.06.29. 0 103 -103

2014.06.25. 0 27,057,800 -27,057,800

2014.06.20. 0 999,900 -999,900

2014.04.10. 0 974,600 -974,600

2014.03.28. 0 1,839,200 -1,839,200

 * ○○○○지사 지사수수료 계좌 잔액 합계 금액

그러나 위 <표 1> 현황과 같이 지사장은 일계표 잔액과 지사 측량수수

료수입 계좌 잔액이 불일치하게 작성된 일계표를 확인하지 않고 일일 결

산을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업무규정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교

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측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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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지사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시설안전관리)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불 등 화재예방 및 소방설비 상태 점검” 안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지사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의 경우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03호) 제4조에 따라서 소화기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사에서는 화재 발생시의 초기진화 활동으로 화재확대 방

지 및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련

의 예방활동을 위하여 지사에서는 최소한의 예방장비인 소화기를 비치하

여 운영하여야 한다.

< 표 1. 지사 소화기 비치 현황 >

구분 소화기 제조일 소화액 충약일 적요

1층(입구 계단) 1989년 - 압력게이지 없음

1층(사무실 입구) 1989년 - 압력게이지 없음 

1층(사무실 안쪽) 2011.12월 - 압력게이지 비정상 

1층(사무실 안쪽) 2011.12월 - 압력게이지 정상 

1층(사무실 안쪽) 2003.8월 - 압력게이지 비정상 

2층(사무실 입구) 2011.12월 - 압력게이지 정상 

2층(사무실 안쪽) 2011.12월 - 압력게이지 비정상 

3층(사무실 입구) 2011.12월 - 압력게이지 정상 

3층(사무실 안쪽) 2011.12월 - 압력게이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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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사에 소화기 총 9대가 현재 비치되어 있으나, <표 1>과 같

이 비치된 소화기의 작동 여부가 의심되는 등 정상적인 작동 여부 확인

없이 비치만 되어 있는 실정이다.

※ 비치된 소화기 중 2대는 1989년도에 제조된 소화기이며, 3대는 압력게이지의 

바늘이 녹색 부분을 벗어나 있어 비정상 상태임

또한 소화기의 설치장소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하거나 보기 쉬운 곳에 비치(소화기 위치표지 게시)하고 위치

표지를 안내하여야 하나 일부 소화기 표지가 누락되어 있는 등 소화기 관

리가 소홀하다.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소화기 받침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판(인쇄 글자)을 비치하여도 가능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노후된 소화기 등은 즉시 교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

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화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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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법인카드 사용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5조(법인카드 사용제한)에 따르면 법인

카드는 클린카드를 원칙으로 하고, 클린카드에 의하여 사용이 의무적으로

제한되는 업종에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요정,

카바레,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스넥칵테일)이 해당되며, 2015. 2. 11.자 개정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에도 기타 주점은 음주 목적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는 클린카드로 사용이 제한되는 주점에서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표 1. 법인카드 사용 현황 >

(2014.1.1. ～ 2014.12.31.) (금액단위 : 원)

거래일자 가맹점명 집행금액 예산과목 사용목적 비  고

2014.03.10. ○○스 152,000 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호프데이 실시 업종: 주점

2014.06.09. ○○스 88,000 〃 〃 〃

2014.11.10. ○○스 120,000 〃 〃 〃

2014.12.18. ○○스 49,000 업)교육훈련비
(내부교육)

○○○○ 
멘토링활동 식대 〃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업종이 주점인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을 준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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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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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시정요구(지급)

제        목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11.가.1.5.에“면적측정을 요

하지 않는 경계(선)현황의 경우 기본단가로 1구획을 적용하고 1필지 내 경

계(선) 증가 시마다 50퍼센트를 감면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표 1. 지적현황측량수수료 착오 적용 현황 >

(단위 : 원)

접수일
종목

(번호)

토지

구분
토지소재지

정산내역(부가세포함)
측량자

(정산)
오 정

차액
적요 수량 금액 적요 수량 금액

2014.01.09. 지적현황
(4)

토지 ○○면 ○리 ###-5

(구획)100% 1 331,100(구획)100% 1 331,100

111,100 안○○

(선)100% 1 221,100 (선)50% 1 110,000

2014.0429. 지적현황
(77)

임야 ○○동 산##

(구획)100% 1 363,000(구획)100% 1 363,000

139,700 라○○

(선)100% 1 279,400 (선)50% 1 139,700

계 2건 1,194,600 943,800 250,800

따라서 같은 필지 내에 구획과 경계(선) 현황을 동시에 처리하고 같은

측량결과도에 측량성과를 작성한 경우 면적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계(선)

현황의 측량수수료는 기본단가의 50퍼센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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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위 <표 1> 현황과 같이 ○○면 ○리 ###-5번지(현황 4호)외

1건은 같은 필지내의 구획과 경계(선)에 대한 지적현황측량을 하면서 면적

측정을 요하지 않는 경계(선)에 대하여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기본단가의

50퍼센트)하지 않고 100퍼센트를 적용하여 지적측량수수료(250,800원)를 착

오(과다) 수입하는 등 지적현황측량 수수료 적용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다 수입한 지적측량수수료(250,800원)를 반환조치 하

고,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현

황측량수수료 적용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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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업무(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적업무 처리규정」제20조(현지측량방법 등) 제8항에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 토지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

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 표 1.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현황 >

(단위: 필/ 원)

접수일
종목

(번호)
토지소재지 수량 금액 측량자 비고

‘14. 2.  7.
경계복원

(36)
○○동 산36-3 1 808,500 배○○ 성과제시불가

‘14. 3. 10.
경계복원

(86)
○○읍 ○○리 산##-3 1 609,400 배○○ 〃

‘14. 3. 27.
경계복원

(124)
○○읍 ○○리 산##-7 1 702,900 배○○ 〃

‘14. 6. 30.
경계복원

(279)
○○읍 ○○리 ##-6 1 562,100 배○○ 〃

그런데도 위 <표 1> 현황과 같이 경계복원 36호(○○동 산##-3)외 3

건은 현지출장 후 성과제시가 불가하여「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

한 규정」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0퍼센트 반환처리 하였으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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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를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지적측량 관

련 자료를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에 등록 관리하지 않는 등 등록

사항정정 대상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 교

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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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업무(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적업무 처리규정」제20조(현지측량방법 등) 제8항에 “지적측량

수행자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 토지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

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 표 1.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현황 >

(단위: 필/ 원)

접수일
종목

(번호)
토지소재지 수량 금액 측량자 비고

‘14. 10.  1.
경계복원
(1134)

○○면 ○○리 ###-20 1 667,700 이○○ 성과협의회 미개최

‘14. 11. 18.
경계복원
(1345)

○○면 ○○리 ###-2 1 578,600 김○○ 등록사항정정 미통보

‘14. 12.  8.
경계복원
(1474)

○○면 ○○리 ##-3 1 562,100 박○○ 〃

‘15.  1.  1.
경계복원

(2)
○○면 ○○리 산## 1 513,700 박○○ 〃

‘15.  1.  1.
등록전환

(5)
○○면 ○○리 산##-6 1 489,500 이○○ 〃

그런데도 위 <표 1> 현황과 같이 2014. 10. 1.부터 2015. 4. 30. 까지

경계복원 1134호(○○면 ○○리 ###-20)외 4건은 지적측량 성과제시가 불

가하여「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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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 100퍼센트 반환처리 하였으나 이후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를

지적소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미개최 하였고

또한 지적측량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에 등록

관리하지 않는 등 등록사항정정 대상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 교

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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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20조(개최) 에는 “지적측량업무처리결

과 성과 차이의 적정 여부 검토와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

을 경우 지사장이나 관련 측량자는 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

장은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제21조(운영 등) 에는 “의

장은 협의회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협의회를 소집하고 3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다만, 현장 확인과 조사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

하여 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며 제22조(의결) 에는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6장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제36조(운영) 에는

“공사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처리, 지적

측량성과협의회 의결 등에 따른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관리하는 고객

관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지적

측량실사위원회, 소송, 보험청구, 적부심사, 인사조치 등은 즉시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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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지적측량성과협의회 개최 현황 >

그런데도 위 <표 1> 현황과 같이 지적측량성과협의회 개최 후 전자결

재에 개최 결과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일부 건은 2014년도 의결내용을

2015년도에 결과보고 하는 등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

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 교

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일 소재지 CRM
전자결재

비고
개최(안) 결과보고

‘14. 2. 25. ○○동 ###-4 등록 누락 누락
CRM 개최 공문에

○○리 산##번지 등록

‘14. 4. 2. ○○면 ○○리 ##-39 등록 ‘14. 4. 2. 누락

‘14. 8. 19. ○○면 ○○리 ##-5 등록 ‘14. 8. 19. ‘15. 1. 26.

‘14. 9. 1. ○○면 ○○리 ###-28 등록 누락 누락

‘14. 11. 3. ○○읍 ○○리 ###-8 등록 ‘14. 11. 3. ‘15. 1. 26.

‘14. 11. 27. ○○면 ○○리 ###-2 등록 ‘14. 11. 27. ‘15. 1. 26.

‘14. 12. 5. ○○면 ○○리 ###-4 등록 누락 누락

‘15. 1. 9. ○○면 ○○리 ##-1 등록 ‘15. 1. 8. ‘15. 1. 30.

‘15. 1. 15. ○○면 ○○리 ### 등록 ‘15. 1. 15. ‘15. 1. 30.

‘15. 2. 13. ○○면 ○○리 ###-1 등록 ‘15. 2. 16.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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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통       보

제        목   지적현황측량결과도 작성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적업무처리규정」제24조(측량기하적) 제1항 제1호에 “평판측량 측정

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 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

재한다. 이 경우 방향선의 길이는 측정점을 중심으로 약 1센티미터로 표시

한다. 다만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할 경우 필지선이 복잡한 때에는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업무규정」제20조(지적측량결과도) 제1항 제2호에 “지적공부 정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적측량결과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

가 기재하여 동·리별 지번 순으로 편철하여 지사에 영구 보관하고, 경계복

원 표시점은 직경 2 밀리미터 부터 3 밀리미터 까지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

한다.”고 되어 있다.

< 표 1. 지적현황측량결과도 작성 소홀 현황 >
(단위 : 원)

접수일 종목
접수

번호

적용

구분
소재지 수량 금액

측량

팀장
비고

2014-01-10 지적현황 10 140% ○○면 ○○리 산###-12 2 1,142,000 김○○

2014-01-22 지적현황 27 100% ○○면 ○○리 ###-1 2 402,000 이○○  

2014-03-12 지적현황 96 100% ○○면 ○○리 산## 3 667,000 유○○

2014-04-10 지적현황 150 100% ○○면 ○○리 ## 2 501,000 유○○

2014-04-28 지적현황 178 100% ○○면 ○○리 ###-1 2 501,00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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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면적을 도상에서 맞추어 현장에 표시를 해주는 지적현황측

량(현황 제10호)을 시행하고도 지적현황측량결과도에 면적을 지정한 현황

선에 측량기하적을 누락하고 표지설치에 따른 붉은색 원을 표기하지 않았

으며, 지적현황측량 제27호 외 20건은 현장의 도로, 담장, 옹벽 등의 구조

물을 측정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으나, 지적측량 결과도의 현황선에 붉은색

원을 표기하여 현황선을 현장에 표시한 것으로 착오 작성하는 등 지적현

황측량결과도 작성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업무처리규정 및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

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현황측량결과도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 종목
접수

번호

적용

구분
소재지 수량 금액

측량

팀장
비고

2014-05-08 지적현황 192 100% ○○동 ##-7 2 581,000 이○○

2014-06-02 지적현황 233 100% ○○면 ○○리 ### 2 419,000 김○○

2014-06-02 지적현황 234 100% ○○면 ○○리 ### 2 501,000 김○○

2014-06-27 지적현황 258 100% ○○면 ○○리 ###-1 2 668,000 김○○

2014-07-04 지적현황 265 100% ○○면 ○○리 ##-4 2 602,000 김○○

2014-07-07 지적현황 270 100% ○○면 ○○리 산### 3 710,000 김○○

2014-07-18 지적현황 286 100% ○○면 ○○리 ###-9 2 501,000 유○○

2014-07-21 지적현황 288 100% ○○면 ○○리 ###-1 2 402,000 박○○

2014-07-23 지적현황 292 100% ○○면 ○○리 ## 7 1,292,000 김○○

2014-07-29 지적현황 299 100% ○○면 ○○리 ####-7 2 501,000 박○○

2014-07-31 지적현황 304 100% ○○면 ○○리 ##-4 3 762,000 이○○

2014-07-31 지적현황 305 100% ○○면 ○○리 ##-5 4 1,082,000 유○○

2014-09-05 지적현황 361 100% ○○면 ○○리 ### 3 762,000 김○○

2014-09-16 지적현황 368 100% ○○면 ○○리 산## 2 356,000 김○○

2014-09-24 지적현황 384 100% ○○면 ○○리 ##-14 2 406,000 박○○

2014-11-06 지적현황 440 100% ○○면 ○○리 산## 2 660,000 김○○

2014-11-28 지적현황 463 100% ○○면 ○○리 산## 2 660,00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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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개       선

제        목   공간정보업무 규정 마련 및 업무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사 ○○○○○○실

내        용

공간정보 3법[시행 2015. 6. 4.(법률 제12736호), 2014. 6. 3.(일부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 공간

정보산업 진흥법 개정 되었다.

< 표 1. 공사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주요 개정 내용

법률 제명 변경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사의 설립 및 사업 
관련 규정 이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공사의 설립, 정관, 사업, 임원,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이관

공사의 명칭 변경
대한지적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공적기능 확대 등 위상 변화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

공사의 설립 및 
사업범위 확대

 - 공사의 설립 조항에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지원, 공간정보 연구, 기술개발 등의 새로운 역할 규정
[현행] 지적측량,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지적정보체계 구축
[개정]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지적측량
 - 공사의 사업 조항에 공간벙보체계 구축 지원, 공간정보 관련 연구, 기술개발, 표준화, 국

외 진출사업 및 타 법률에 의한 사업 등을 추가
[현행]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지적 관련 외국기술 도입 및 국제교류협력, 지적관련 연
구․교육 등 지원사업, 지적전산자료 활용 정보화사업, 정관으로 정한 사업
[개정]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공간정보․지적 관련 연구․기술개발․표준화 및 교육사업, 공간
정보․지적 관련 외국기술 도입, 국제교류협력 및 국외 진출사업,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타 법률에 의한 사업, 정관으로 정한 사업

지적기준점 관리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의 권한의 위탁 대상 기관에 공사를 
포함함으로써 이법에서 정하는 기능을 공사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사의 임원 수 증원  - 공사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라 상임이사 정원을 현재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원

이에 정관 일부개정 및 직제규정 전부개정 알림(○○○○부-4653:

2014. 12. 31.)을 통해 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을 세분화하여 공간정보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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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015. 6. 4.)에 맞추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

야별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2. 기구표(직제규정 제6조제1항 관련) >

< 표 3. 공간정보사업본부 사무분장(직제규정 제11조제1항 관련) >

구분 주요직무 소관부서

공간정보

사업본부

- 국토정보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 지적공간정보 업무 개발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사업실

- 정보화에 관한 사항

- 경영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정보 시스템에 관한 사항

정보운영처

- 해외사업 개발기획에 관한 사항

- 해외사업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

- 해외사업 진출지원에 관한 사항

-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글로벌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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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적공간정보 사업이 지적과 혼재된 용어사용으로 인한 구분

의 모호성 해소 및 업무의 명확화를 위하여 사업명을 지적공간정보에서

국토정보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정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

○○단에서 추진하도록(○○○○실-8178: 2014. 10. 29.)하였다.

< 표 4. 국토정보 사업군 사업정의 변경 내용 >

사업명 사업정의

국토정보
사업군

국토정보조사․
관리

[변경전] 국토조사에 관한 법령 및 규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
법에 따라 토지, 건물 및 시설물 관련 현황측량 및 실태조사, 국토정보통합DB구축 및
관리 등을 위탁 수행하는 사업

[변경후] 국토조사에 관한 법령 및 규정,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
법에 따라 토지, 건물, 시설물 관련 현황측량 및 실태조사, DB구축을 목표로 하는 조사
측량, 3차원 정보취득 관리 등을 위탁 수행하는 사업,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각종
국토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활용․유통하는 사업

국토정보
품질관리

[변경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 기준
점을 설치 관리하고 공공/지적측량에 대한 성과감사를 수행하는 사업

[변경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간정보 표준화 및
인증 등 권한 위임․위탁사업

그리고 ○○○○단에서 추진하는 국토정보업무에 대하여 일선 지역본

부에서 공간정보업무에 대한 공사 내부의 명확한 규정이 없이 신규사업

운영지침 에 따라 “공간정보와 연계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사업과 차별화 된 사업”, “신규사업 개발”이란 새로운 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어 일선 업무처리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본사 ○○○○○○○장은 공간정보업무에 대한 공사 내부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시고, 신규사업 운영지침 에 따른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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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개       선

제        목   계약업무(인지세) 처리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사 ○○○○실

내        용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2014. 12. 30. 인지세법 일부 개정(2015. 1. 1. 시행) 같은 법 제8조

(납부) 제1항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

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

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

다.”고 되어 있다.

< 표 1. 구간별 인지세 납부세액 >

 총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인지세액(원)

 1000만 원 이하  비과세

 1000만원초과 3000만 원이하  20,000

 3000만원초과 5000만 원 이하  40,000

 5000만원초과 1억 이하  70,000

 1억초과 10억 이하  150,000

 10억 초과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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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규정시행규칙 제3조(지적측량업무의 접수) 제1항 업무규정(이

하“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업무 중 “지적측량의뢰서(이하“의뢰

서”라 한다.)로 의뢰받는 업무는 일반업무로 하며, 계약에 의하거나 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에서 문서로 의뢰하는 업무)으로

의뢰받는 업무는 특수업무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칙 제19조(접수 및 정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접수는 의

뢰받은 업무종목의 필지별로 수량, 면적, 금액을 입력하며, 정산은 측량자

가 지적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측량부 등의 결과에 의하여 필지별로 수량,

면적, 금액을 입력한다. 정산결과 수량 또는 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

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 추가수입 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하며, 업무종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업무종목으로 이기한다. 이 경우 변경된 업무종

목은 의뢰서를 출력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추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분

에 대한 의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및 입금표

를 발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COS(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일반(특수) 1천만 원 이상 접수

처리 시 아래 현황과 같이 인지세법 규정에 따른 인지세 납부여부를 확인

하도록 되어있다.

< 표 2. COS(지적측량업무지원지원시스템) 일반(특수) 1천만 원 이상 접수처리 >

“일반(특수)업무 1천 만원 이상 금액 접수 처리 

시 COS(지적측량업무처리지원시스템) 상에서 인

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인지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알림 기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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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여부에 대하여는 접수 단계에

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나 COS(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일반(특수)

1천만 원 이상 접수 업무에 대한 인지세 납부 현황에 대하여는 회계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수입인지 수불부에 통해 지적측량의뢰서를

확인으로만 수불내역을 확인해야하는 등 불편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인지세법 개정(2014. 12. 30.)에 따른 전자수입인지 납부에 따라 COS(지적

측량업무지원시스템) 일반(특수) 1천만 원 이상 업무에 대한 인지세 납부

금액과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본사 ○○○○○장은 인지세법 개정(2014. 12. 30.)에 따른 전자수입

인지 납부에 따라 계약업무에 대하여 COS(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일반

(특수) 1천만 원 이상 업무에 대한 인지세 납부 금액과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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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개       선

제        목   원-모아(One-More) 서비스 제도에 관한 사항

관 계  기 관   본사 ○○○○처

내        용

지적측량 A/S 제도 개선(○○○○부-3498: 2011. 9.30.)에 따라 경계

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일반업무 경계복원측량 및 도시

계획명시측량을 재의뢰 하지 않아도 현장여비 납부로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는 “원-모아(One-Mor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적용대상을

“현장공사 등으로 당초 측량한 경계표시점이 없어졌을 경우와 측량당시

장애물로 인하여 경계점을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로 되어있다.

서비스 제한으로 “최초 측량 당시와 비교하여 현형의 변형이 일어난

경우로 성과결정을 위한 재측량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되는 경계표시점은

필지별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경계복원 및 도시계획선명시측량의 애초

경계복원점 이외의 경계점”으로 “원-모아(One-More) 서비스”를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측량팀장은 현장지원시스템(MOS)에서 업무완료에 따른 일일업무

정산 처리를 하고 있으며, 경계복원 및 도시계획명시측량 정산 시 경계표

시점 종류(비포장, 철못1호, 철못2호, 철못3호, 미설치)에 따라 경계복원점을

입력하고 있다.

그리고 “원-모아 서비스” 접수는 “일반업무 부대기타로 접수하되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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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경계복원 및 도시계획선 명시측량을 불러오기 하여 접수(부대기타에

직접 입력하여 접수 금지)”하고 있어 애초 접수 완료된 원-모아 서비스 대상

업무에 대한 지번 및 경계복원점, 3개월 이내, 서비스 제한 현황 파악을

일반접수 처리에서 조회를 통하여 확인 하는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 표 1. COS(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일반접수처리 서비스 대상업무 조회 현황 >

구분 원-모아 서비스 대상업무 조회

일반접수처리

지적측량업무 접수 처리 시 소재지 추가에서 소재지이력에서 “소재민

원이력”, “과거측량이력” 조회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업무를 조회 및

파악하고 있음

< 표 2. COS(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일반접수처리 소재지 등록(원-모아) 개선(안) >

구분 소재지(원-모아 서비스) 등록 개선(안)

소재지 등록
지적측량업무 접수 처리에서 소재지 등록 시 자동 메시지 알림[원-모

아 대상(지번, 경계복원점, 3개월 이내, 서비스 제한 등)]

따라서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일반접수 처리에서 소재지를 등

록 할 시 소재지이력 검색을 하지 않고 바로 해당 소재지가 원-모아 서비

스 대상(지번, 경계표시점, 3개월 이내, 서비스 제한 등)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원-모아 서비스 제도를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본사 ○○○○○장은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일반접수 처리에서

원-모아 서비스 대상(지번, 경계표시점, 3개월 이내, 서비스 제한 등)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원-모아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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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개       선

제        목   지적측량자료부 작성방법 개선

관 계  기 관   본사 ○○○○처

내        용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9조(지적측량 자료조사) 제1항에 “지적측량수

행자가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성과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같은조 제2항에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측량준비파일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경계 및 면적,

지적측량성과의 결정방법, 측량연혁, 지적기준점 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같은조 제3항에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측량

전에 토지이동측량결과도,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및 지적공부 등에 따라 측

량대상토지의 토지표시 변동사항, 지적측량연혁, 측량성과 결정에 사용한

기지점, 측량대상토지 주위의 기지점 및 지적기준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측량 시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5조(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 등) 제1항에 “ 지적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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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측량결과도(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작성한

측량도면을 말한다)는 도면용지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을 사용하여 예시 1의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고, 측량결과도를 파일로 작성한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적측량 자료부 및 지적측량결과도 서식]

지적측량자료부 지적측량결과도(예시 1)

따라서 현장측량업무를 완료하고 지적측량성과 작성 시 지적업무처리

규정 에 따라 지적측량자료부와 지적측량결과도를 각각 작성하여 파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서식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지적측량자료부의

내용 중 청색박스 부분은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의 자료와 연계되

어 자동으로 기재되고 있으나 적색박스 부분(특이사항, 조사자 의견, 측량

자 의견, 기준점현황 등)은 측량정보처리시스템(SIP)의 지적측량결과도와

연동되지 않아 같은 내용을 두번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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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지사 의견 >

현장측량 완료 후 귀소 하여 지적측량성과를 작성하면서 지적측량자료부

내용과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같은 내용을 두번

작성함에 따라 시간적 행정적으로 낭비되고 동일한 작업의 반복으로 인해

업무능률이 저하된다.

조치할 사항

본사 ○○○○○장은 지적측량성과 작성 시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

(MOS)의 지적측량자료부와 측량정보처리시스템(SIP)의 지적측량결과도의

기재내용 중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호 연동하여 업무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