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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이번 감사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수급, 보조금 횡령, 이용자 학대 등

사회 이슈화로 시설의 투명성, 노인의 인권강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설의 투명성·

효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A시설, B시설

※ 지도·감독부서 : 市 인생이모작지원과, 市 어르신복지과

성북구(어르신복지과), 노원구(어르신복지과)

m 감사기간 : 2020.10.26.~11.27.(22일간)

m 감사인원 : 감사3팀장 외 7명(공익감사단 2명 포함)

m 감사범위 : 2017.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운영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m 조직 및 인사관리의 적정성

m 예산·회계·계약 업무 처리 적정성

m 시설관리 적정성

m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모금·진행 등 적정성

m 시·구 주관부서 지도·점검 실태 적정성

4. 지적사항 총괄1)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문책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17 6 46 0 0 2 2 0 0 10 0 0 5 0
(0) (0) (46) (46) (0) (0) (6) (0)

1) 현지 조치사항 총 18건 제외(시정 7건, 주의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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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평

 이번 감사는 노인복지시설의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채용

절차를 확립하고 지도·감독기관(부서)의 책무성을 함양하여 노인복지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중 2개 시

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 전반을 2020.10.26.부터 11.27.까지 실시

 감사결과 보조금 횡령, 시설의 불법운영 등과 같은 중대한 비위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 다만,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설

관리 미흡, 후원금 집행 부적정, 공개채용 원칙을 위반한 종사자

채용 등 인사 운영 부적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적정 사례가

총 17건 확인되었음.

 채용 및 인사관리분야에서는

- 종사자를 신규 용하면서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공고기간(15일)을 준

수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서류심사 합격자를 내부직원

회의만으로 임의 선정

- 경력직·신규 사회복지사를 각 1명 채용하는 공고 후 경력직 사회복

지사를 2명 채용하거나, 공고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채용

-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채용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회의록 작

성·관리를 소홀히 함.

- 시간 외 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함에 있어 중복 산정하는 오류로 인해

수당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

 예산·회계 및 물품 분야에서는

- 사업비는 편성된 세출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해야 하나 과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사전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 전용 절차 없이 편성

된 예산보다 초과하여 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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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불용결정할 경우 市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재물조사를 소홀히 함.

 후원금관리 분야에서는

- 후원자의 취지에 맞게 후원금을 모집하여야 하나, 지정후원금에 대

한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비지정위주의 후원금 모금을 하고,

지정후원금은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지정용

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시설에서 임의로 정한 ‘지정후원사업경비,

복지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비지정후원금처럼 관리

- 후원금 과다이월, 후원금 영수증 미발급, 후원금품 미사용에 따른

폐품 처리 등 후원금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계약 분야에서는

-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 비교 견적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실적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시설운영 분야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증축 등을 할 경우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 해당 부서의 증축 불가 통보에도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옥

상을 무단으로 증축

 지도감독 분야에서는

- 민간위탁 해지 시 협약서 등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받는 등의 정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면서 재공고 시에는 기한 외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나, 배점 및 평가방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

수하지 않고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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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지적사항이 담당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 또는 업무처리

지침의 불확실성(미흡)에 따른 업무 소홀과 지도·감독 미흡에 기

인하고 있음.

 특히 주관 부서에서 매년 진행하는 지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도록 담당자들이 사업에 대해 심도 깊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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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처분내역 및 조치현황

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붙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5건.

연
번

처 분 요 구 제 목
처 분
종 류

조 치 할 사 항
조치
현황

1 종사자 등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주 의
∘지도점검 및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

로 관련 교육 실시

∘관련 직원 신분상 조치

진행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
시 정

주 의

∘개인 부주의 건에 대해 집행된 과태료 및
연체금 4건 환수

∘업무 담당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진행

3 물품 불용처리 부적정 통 보 ∘지도점검 및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
로 관련 교육 실시

진행

4 후원금 관리 및 운영 부적정 통 보
∘후원금 모금 관련 홈페이지 및 후원서 보완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실시
진행

5 건축 신고 절차 미이행 통 보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해소 방안 마련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실시
진행

6 주간보호센터 옥상 무단 증축 주 의 ∘관련 직원 신분상 조치 진행

7 민간위탁 협약해지에 따른 정산소홀 주 의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실시 진행

8 면접 대상자 임의 선정 등 주 의 ∘지도점검 및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
로 관련 교육 실시

진행

9
종사자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부적정 등
주 의

∘지도점검 및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
로 관련 교육 실시

∘관련 직원 신분상 조치

진행

10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
시 정

주 의

∘개인 부주의로 인한 연체금 2건 환수

∘지도점검 및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
로 관련 교육 실시

진행

11 물품관리 업무 부적정 통 보 ∘지도점검 및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
로 관련 교육 실시

진행

12 후원금 관리 및 운영 부적정 통 보 ∘후원금 모금 관련 홈페이지 및 후원서 보완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실시
진행

13 CCTV설치 공사 수의계약 절차 소홀 주 의 ∘지도점검 및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
로 관련 교육 실시

진행

14 건축 신고 절차 미이행 통 보
∘미신고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 해소 방안 마련

∘지도점검 및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
로 관련 교육 실시

진행

15 민간위탁 재위탁 업무 처리 소홀 주 의 ∘동일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등 준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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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종사자 등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A시설, 복지정책실(인생이모작지원과)

내 용

A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으로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사회

복지법인 가 재단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재단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

건복지부),「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

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신규채용은 직

위에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중 2곳 이상의 사이

트 등에 채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

용2)하여야 한다.

또한 「A시설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제2절 종사자 인사관리 규정,

가. 인사관리규정 제2장 임용, 제9조(신규 채용)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A시설에서는 종사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경쟁)을 통해 해당분

야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등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17년 1월부터 `20. 10월 현재까지 A시설 종사자 등 채용현황을 확인한

2)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사정에 따라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 5일 미만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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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아래와 같이 서류전형 기준 없이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채용공고 자격기

준과 다르게 종사자를 채용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

고 종사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다.

가. 채용 공고기간 미준수

A시설에서는 복지관 종사자 및 일자리사업 등 계약직 채용 공고를 하면서 채용

관련사항을 15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나,〔표 1〕과 같이 공고기간

을 준수하지 않고 29명을 채용한 사실이 있다.

[표 1] 공개 모집기간 미준수 내역

연
번

모집직종
공 고

합격인원 비 고
공 고 일 모 집 기 간 모집일

합 계 29명
복지관 종사자 공개모집 <소계> 16

1 사회복지사 `17.03.31 `17.03.31~채용 시 까지 7 1

2 사회복지사 `17.03.31 `17.03.31~채용 시 까지 7 1

3 과장 `17.09.13 `17.09.13~`17.09.27 14 1

4 운전기사
`17.12.08 `17.12.08~`17.12.17 10

1 공고기간 연장
`17.12.13 `17.12.18~`17.12.20 3

5
경력직

사회복지사

`17.12.04 `17.12.04~12.17 14
2 공고기간 연장

`17.12.13 `17.12.16~12.20 4

6 사무원
`17.12.08 `17.12.08~`17.12.17 10

1 공고기간 연장
`17.12.13 `17.12.18~`17.12.20 2

7 간호사
`17.12.04 `17.12.04~`18.02.15 12

1 공고기간 연장
`17.12.13 `17.12.16~`18.02.20 4

8 사무원 `18.01.09 `18.01.09~`18.01.15 6 1

9 사무원 `18.02.08 `18.02.07~`18.02.19 12 1

10 영양사
`18.01.29 `18.01.29~`18.02.11 14

1 공고기간 연장
`18.02.13 `18.02.12~`18.02.19 7

11 간호사 `18.03.19 `18.03.19~`18.03.26 7 1

12 사회복지사 `18.04.11 `18.04.11~`18.04.25 14 1

13 조리사 `18.05.10 `18.05.10~`18.05.24 14 1

14 사회복지사 `18.05.11 `18.05.11~`18.05.25 14 1

15 팀장
`18.05.28 `18.05.28~`18.06.08 11

1
공고기간 연장
(※`18년☆☆재단 감

사시 지적사항)`18.06.12 `18.06.12~`18.06.25 1

일자리사업 등 계약직 공개모집 <소계> 13

16 서비스관리자 `17.07.01 `17.07.01~채용시까지 8 1

17 전담인력 `17.09.26 `17.09.26.~`17.09.29. 4 1 　

18 사회복지사 `17.11.06 `17.11.06.~`17.11.12. 7 1 　

19 서비스관리자 `17.12.11 `17.12.11.~`17.12.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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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전형 기준 없이 임의로 면접대상자 선정

A시설에서는 `17.1월부터 `20.8월까지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1차 서류심사, 2

차 면접시험을 거쳐〔표 2〕와 같이 종사자 등을 채용하였다.

1차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해당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응시자가 공고된 모집직종별 자격조건․경력 등을 갖춘 경우 모두 합격시

키거나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류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배수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채용예정 직종에 적합한 평가항목, 배점, 합격자 배수 등

서류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내부직원(담당 팀장, 담당자)만 참여하는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임의로 [표 2]와 같이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즉 `17. 1월부터 `20. 10까지 복지관 종사자 및 노인일자리 계약직 응시자

735명 중 자격미달 8명을 제외한 727명 모두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어야 하

나, 253명만 면접시험에 참여하게 되어 474명이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또한 `17년도 복지관 종사자 및 계약직 채용 응시자의 응시원서 서류를 보관하

고 있지 않아 같이 실제 응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3)

3)  노인일자리 계약직 채용에서 면접심사 없이 8명 채용한 바 있음

20 전담인력 `18.01.22 `18.01.22.~`18.01.26. 5 3 　

21 전담인력 `18.04.17 `18.04.17.~`18.04.27. 10 1 　

22 서비스관리자 `18.05.29 `18.05.29.~`18.06.12 14 1 　

23 전담인력 `18.05.29 `18.05.29.~`18.06.12. 13 1 　

24 전담인력 `18.12.04 `18.12.04.~`18.12.11. 7 - 　

25 전담인력 `18.12.31 `18.12.31.~`19.01.07. 7 1 　

26 전담인력 `19.03.28 `19.03.28.~`19.04.04. 7 1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2017~2020년 공개 채용 현황

연번 모집직종 공고일
공고

모집인원
서류심사 면접시험

면접인원
합격인원 비고

지원인원 자격미달

합 계 152 735 8 253 87

종사자 응시자 <소계> 17 - 56 18

1 사회복지사 `17.01.16 1 - 3 1

2 사회복지사 `17.03.31 1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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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사 `17.03.31 1 - 2 1

4 물리치료사 `17.05.22 1 - 3 1

5 주임 `17.07.10 1 - 5 1

6 사회복지사 `17.07.10 1 - 5 1

7 사회복지사 `17.07.10 1 - 2 1

8 과장 `17.09.13 1 - 5 1

9 영양사 `17.09.21 1 - 5 1

10 물리치료사 `17.09.08 1 - 2 1

11 운전기사 `17.12.13 1 - 4 1

12 경력직 사회복지사 `17.12.13 1 - 4 2

13 사무원 `17.12.13 1 - 3 1

14 간호사 `17.12.13 1 - 3 1

15 간호사 `18.04.27 1 - 2 1

16 팀장 `18.06.12 1 - 5 1

17 환경관리인 `18.05.30 1 - 1 1

일자리사업 등 계약직 응시자 <소계> 41 75 37 　

18 전담인력 `17.01.06 2 2

19 사회복지사 `17.02.21 1 1 　

20 전담인력 `17.02.21 1 1 　

21 서비스관리자 `17.07.01 1 - 3 1 　

22 사회복지사 `17.09.11 1 1 　

23 사례관리자 `17.09.11 1 1 　

24 전담인력 `17.09.26 1 1 　

25 사회복지사 `17.11.06 1 1 　

26 전담인력 `17.12.18 3 - 6 3 　

27 서비스관리자 `17.12.11 2 - 3 2 　

28 사례관리자 `17.12.18 1 - 3 1 　

29 전담인력 `18.01.22 3 - 7 3 　

30 전담인력 `18.04.17 1 - 4 1 　

31 서비스관리자 `18.05.29 1 - 4 1 　

32 전담인력 `18.05.29 1 - 8 1 　

33 전담인력 `18.06.25 1 - 3 1 　

34 사례관리자 `18.12.10 1 - 2 1 　

35 서비스관리자 `18.12.10 2 - 3 2 　

36 전담인력 `18.12.13 5 - 4 3 　

37 전담인력 `18.12.13 5 - 4 3 　

38 전담인력 `18.12.31 2 - 5 2 　

39 전담인력 `19.01.15 1 - 4 1 　

40 서비스관리자 `19.03.12 1 -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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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담인력 `19.03.28 1 - 3 1 　

42 서비스관리자 `19.05.02 1 - 4 1 　

복지관 종사자 응시자 <소계> 32 673 111 26

43 사무원 `18.01.09 1 13 3 1

44 사무원 `18.02.08 1 45 4 1

45 영양사 `18.02.13 1 73 4 1

46 간호사 `18.03.19 1 14 2 1

47 사회복지사 `18.04.11 1 45 11 1

48 조리사 `18.05.10 1 19 3 1

49 사회복지사 `18.05.11 1 56 7 1

50 사회복지사 `18.08.13 1 12 3 1

51 사무원(서무) `18.11.21 1 33 3 1

52 취사원 `18.12.10 1 4 4 1

53 사회복지사 `18.12.10 1 35 4 1

54 환경관리인 `18.12.20 1 7 2

55 환경관리인 `19.01.09 1 3 1

56 환경관리인 `19.01.17 1 2 1 1

57 운전기사 `19.01.31 1 3 2 1

58 환경관리인 `19.02.22 1 4 3 1

59 사회복지사 `19.05.02 1 33 6 1

60 부장 `19.08.05 1 9 3

61 과장 `19.08.07 1 15 3 1

62 팀장 `19.08.07 1 18 2

63 팀장 `19.08.28 1 7 2

64 부장 `19.08.28 1 9 2 1

65 사회복지사 `19.11.12 2 54 10 2

66 물리치료사 `20.01.03 1 2 1

67 물리치료사 `20.01.21 1 2 1 1

68 환경관리인 `20.04.28 1 13 3 1

69 안전관리인 `20.04.28 1 11 3 3 1

70 사회복지사 `20.06.04 1 87 2 6 1

71 안전관리인 `20.07.08 1 8 2 4 1

72 사회복지사 `20.07.09 1 29 6 1

73 안전관리인 `20.08.03 1 8 1 2 1

일자리사업 등 계약직 응시자 <소계> 8 62 11 6

74 전담사회복지사 `19.11.22 3 11 2 1 　

75 전담사회복지사 `19.12.11 2 19 4 2 　

76 노인일자리담당자 `19.12.06 3 32 5 3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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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고 내용(자격기준)과 다르게 종사자 채용

A시설에서는 [표 3〕과 같이 경력직 사회복지사 및 전담인력 채용 모집공고를

하면서 채용공고 자격기준과 다르게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자를 채용한 사

실이 있다.

또한 A시설에서는 신규 사회복지사 1명, 경력직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17.12.13. [표 4〕와 같이 경력직 및 신규 사회복지사 채용 모집공고를 실

시하였으며, `17.12.21. 면접심사를 거쳐 경력직 1명 및 신규 1명의 사회복지사

를 각각 채용하지 않고 경력직 사회복지사 2명 (○○○, □□□)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다.

[표 4] (신규 및 경력직) 사회복지사 모집공고 내용

모집분야 근무형태 모집기간 자격조건 면접방법 비 고

신규 사회복지사 1명

정규직
`17.12.4
~12.20.

자격증 소지자(사회복지사 자격증)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운전가능자 우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경력직

사회복지사

2명 채용
경력직 사회복지사 1명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직 3년 이상 경력자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라. 인사위원회 미운영(미개최) 등

보건복지부 지침인「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등에 따르면 종사자 채용은 공개모집

(경쟁)이 원칙이며,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4-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3. 노

인복지관 운영, 바. 인사 및 보수기준에 직원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

인복지관은 3인 이상의 자체 인사위원회(위원장 관장)를 구성·운영하며, 소속직원

의 임면․근무평정․승진․상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인

[표 3] 모집공고 내용

모집분야 근무형태 공고일 채용일자 합격자 공고상 자격조건 실제 채용자 자격 비 고

경력직사회복지사 정규직 1̀7.12.13 1̀8.01.01.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 경력 5년 5개월
사회복지분야 대졸

전담인력 계약직 1̀7.01.06. 1̀7.02.01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컴퓨터활용 가능자

운전면허 2종 보통
사회복지사 2급

전담인력 계약직 1̀7.01.06. 1̀7.02.01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컴퓨터활용 가능자

운전면허 2종 보통
장애인활동보조교육이수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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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운영규정’ 제2절 종사자 인사관리 규정, 나. 인사위원회 규정(이하 ‘인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장으로 하며, 인사위

원은 외부인사 포함하여 총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선정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직원의 인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사위원회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위원회는 매 회의 시 의결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이 날인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직원 인사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7. 1월부터 `20. 10월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파악한

결과, A시설에서는 종사자 채용 등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시 내부 및 외부 인사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의결4)하여야 하나, [표 5]와 같이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

사위원을 위촉하고는 있으나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다.

다만 채용 면접심사 진행 시 인사위원을 면접심사 위원으로 참여케 하여 면접심의

총괄표 등으로 인사위원의 서명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위원회

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인사위원회 규정’에 반하는 사항에 해당된다.

한편 ‘인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채용 등의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회의록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20.11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의록을 작성·관리하

지 않고 있다.

4)  ` 1 9년 8월 수탁법인 변경(☆☆재단 → ★★재단) 이후부터 A시설 종사자 채용에 따른 면접심사 시 인사위원 외부위원이 참석

한 것으로 확인됨. 다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채용은 ` 20. 1 0월 현재까지 외부위

원 없이 내부위원 만으로 구성하여 면접심사를 하고 있음

[표 5]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현황 (단위 : 명)

연번 모집직종 면접시험일
면접위원

합격인원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비고
내부 위원 외부 위원

합 계 86

복지관 종사자 <소계> 44

1 사회복지사 `17.02.06 4 1 미개최(미운영)　

2 사회복지사 `17.04.11 5 1 〃

3 사회복지사 `17.04.11 5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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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리치료사 `7.06.14 3 1 〃

5 주임 `17.07.26 5 1 〃

6 사회복지사 `17.08.25 5 1 〃

7 사회복지사 `17.09.11 3 1 〃

8 과장 `17.09.28 4 1 〃

9 영양사 `17.10.11 4 1 〃

10 물리치료사 `17.10.25 3 1 〃

11 운전기사 `17.12.21. 5 1 〃

12 경력직 사회복지사 `17.12.21. 5 2 〃

13 사무원 `17.12.21. 5 1 〃

14 간호사 `17.12.21. 5 1 〃

15 사무원 `18.01.16. 5 1 〃

16 사무원 `18.02.21. 5 1 〃

17 영양사 `18.02.21. 5 1 〃

18 간호사 `18.03.29. 5 1 〃

19 사회복지사 `18.04.27. 5 1 〃

20 간호사 `18.05.02. 3 1 〃

21 조리사 `18.05.30. 4 1 〃

22 사회복지사 `18.05.30. 4 1 〃

23 팀장 `18.06.11. 3 1 〃

24 환경관리인 `18.06.27. 2 1 〃

25 사회복지사 `18.08.30. 5 1 〃

26 사무원(서무) `18.11.29. 4 1 〃

27 취사원 `18.12.27. 3 1 〃

28 사회복지사 `18.12.27. 3 1 〃

29 환경관리인 `19.01.28. 3 1 〃

30 운전기사 `19.02.18. 4 1 〃

31 환경관리인 `19.03.14. 3 1 〃

32 사회복지사 `19.05.20. 3 1 〃

33 과장 `19.08.30. 1 2 1 〃

34 부장 `19.09.18. 1 3 1 〃

35 사회복지사 `19.11.28. 2 1 2 〃

36 물리치료사 `20.04.06. 4 - 1 〃

37 환경관리인 `20.05.18. 3 1 1 〃

38 안전관리인 `20.05.18. 3 1 1 〃

39 사회복지사 `20.06.25. 3 1 1 〃

40 안전관리인 `20.07.20. 3 1 1 〃

41 사회복지사 `20.07.29. 3 - 1 〃

42 안전관리인 `20.08.12. 3 1 1 〃

일자리사업 등 계약직 <소계> 42

43 전담인력 -　 -　 2 미개최(미운영)　

44 사회복지사 -　 - 1 〃

45 전담인력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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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市(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는 매년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종사자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등

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위 지적사항에 대해 A시설에서는 착오, 업무미숙으로 처리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종사자 채용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채용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지도감독부서에서는 부적정하게 종사자 등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6 서비스관리자 `17.07.10 3 1 〃

47 사회복지사 -　 -　 1 〃

48 사례관리자 -　 -　 　 〃

49 전담인력 -　 -　 1 〃

50 사회복지사 -　 -　 1 〃

51 전담인력 `17.12.28. 4 3 〃

52 서비스관리자 `17.12.28 4 2 〃

53 사례관리자 `17.12.28 4 1 〃

54 전담인력 `18.01.30. 4 3 〃

55 전담인력 `18.04.30. 4 1 〃

56 서비스관리자 `18.06.14 4 1 〃

57 전담인력 `18.06.14. 4 1 〃

58 전담인력 `18.07.11. 3 1 〃

59 전담인력 `18.12.12. 3 - 〃

60 사례관리자 `18.12.27 3 1 〃

61 서비스관리자 `18.12.27 3 2 〃

62 전담인력 `18.12.31. 3 3 〃

63 전담인력 `18.12.31. 3 3 〃

64 전담인력 `19.01.08. 3 2 〃

65 전담인력 `19.01.31. 3 1 〃

66 서비스관리자 `19.03.28 3 1 〃

67 전담인력 `19.04.05. 3 1 〃

68 서비스관리자 `19.05.20 3 1 〃

69 전담 사회복지사 `19.12.10. 3 1 〃

70 전담 사회복지사 `19.12.19. 3 2 〃

71 노인일자리담당자 `19.12.26. 3 3 〃

※ 자료출처 : A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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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종사자 등 채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종사자 등을 채용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종사자 등 채용 관련 규정을 준

수하여 부적정하게 종사자 등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담당 직원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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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

관 계 기 관 A시설, 복지정책실(인생이모작지원과)

내 용

A시설은「노인복지법」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

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이 1999. 8. 10.부터 2019. 6. 30.까지, ★★재단은 2020. 8. 1.부

터5) 현재까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

시(이하 ‘市’라 한다)와 A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A시설을 관리·운

영하고 있다.

A시설은「A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 따

라 사업비6)를 市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가. 예산변경 절차없이 초과집행

「재무·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및 제16조(예

산의 전용)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 성립 후

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

정예산을 편성·확정하거나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하고,「재무·회계 규칙」제28조

(지출의 원칙) 제2항에 따르면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입찰 업체의 부재로 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7.1 .~7.31 . 기간 동안은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함

6)  사업비 :  「A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위·수탁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  1 7 -

따라서 A시설은 세출예산 과목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

며, 만약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출행위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세출예산 과목별 부족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 전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의 전용 없이 [표 1]과 같이 총 3

건, 247,038천 원을 과목별 세출예산 보다 초과 집행하였다.

[표 1] 세출예산 초과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과목

세출예산액 결산액 초과집행액 비 고
관 항 목

합 계 216,690 463,728 247,038

2017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33,952 104,871 70,919

2018 2,097 88,536 86,439

2019 180,641 270,321 89,680

※ 출처 : A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 2]와 같이 세출예산 보다 초과 집행하고 사후에 예산을 전용하는 등

예산 집행에 있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2] 세출예산 전용 전 초과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과 목

세출예산액 집행액
초과집행액

(사후 전용처리)관 항 목

합 계 2,613

2018 사무비 운영비 연료비 13,800 14,471 671

2019
사무비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70,116 70,579 463

69,979 70,922 943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3,324 3,860 536

※ 출처 : A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나. 예산의 전용 부적정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제1편 Ⅱ 예산

4. 예산의 전용 및 「노인종합복지관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서울특별시)에 따르

면 인건비와 시설비는 다른 비목으로,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표 3]과 같이 2018년 시설비를 운영비로 (1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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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인건비를 사업비로(1건 2,535천 원) 전용하였으며, 2019년에는 인건비

를 업무추진비로 (1건 464천 원) 전용하는 등 예산의 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

았다.

[표 3] 세출예산 부적정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연번
과목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비 고

(전용일자)항 목

2018

1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44,500 △2,000 42,500

2018.11.23.

운영비 연료비 13,800 2,000 15,800

2

인건비

급여 28,985 △2,244 26,741

2018.12.23.

퇴직금및퇴직적립금 2,938 △186 2,752

사회보험부담금 3,355 △105 3,250

사업비 취업상담알선사업경비 7,007 2,535 9,542

2019 1
인건비 기타후생비 9,640 △464 8,754

2019.12.2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0 464 464

※ 출처 : A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다.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3항, 제15조(예산의 목

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

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시설은 세출예산을 정한 목적에 따라「재무·회계 규칙」[별표 6] “복

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부합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차량수리비를 차량비가 아닌 잡지출로, 상해 보험료를 제

세공과금이 아닌 기타후생경비로 집행하는 등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36건, 25,276천 원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였다.

특히, 직원 개인의 업무 부주의로 발생한 노약자무료셔틀버스 자동차관리법 위

반 과태료 및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등 4건, 34천 원을 잡지출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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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A시설에서는 업무미숙으로 잘못 처리하거나 착오로 집행한 것으로 앞으로는 세

출예산의 전용 절차를 준수하고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

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복지정책실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직원 개인의 업무 부주의에 따라 발생

한 과태료 및 연체금 집행 4건, 33,910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A시설장은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

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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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물품 불용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A시설, 복지정책실(인생이모작지원과)

내 용

A시설은「노인복지법」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

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시설은「A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위․수탁 협약서’라 한다)」제2

조(위·수탁 사무)에 따라 건물, 시설물 및 장비 등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위·수탁 협약서」제4조(재산관리) 및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市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이하 ‘민간

위탁사무 운영매뉴얼’이라 한다.)」[제1편 Ⅶ 물품관리 4. 불용 결정 및 처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불용결정을 하되, 취득가

격이 500만 원 이상인 사용가능한 물품의 불용결정7)은 수탁기관의 물품관리관

요청에 따라 市에서 불용결정하고, 500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수탁기관의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A시설은 市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물품을 취득, 유지관리, 불용결

7)  불용결정 :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불용품이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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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처분하여야 하며, 특히 취득가격이 500만 원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을 처

분할 때에는 市에 불용결정을 요청하고 市의 불용결정에 따라 물품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취득가격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불

용처리하면서 市에 불용결정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불용 여부를 결정

한 후 물품을 처분하였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운영매뉴얼」[제1편 Ⅶ 물품관리 4. 불용결정 및 처분]

에 따르면 불용을 결정한 물품 중 사용가능한 물품은 매각여부를 고려하되 불용

품 매각대금이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이거나 매수인

이 없거나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의 사업부서와 협의 하에

매각하지 않고 폐기 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사용가능한 불용품의 매각여부 판단 및 市와의 협의 없이

[표]와 같이 일부 불용품을 임의로 폐기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A시설에서는 물품 불용처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였으며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표] 취득가액 500만 원 이상 물품 불용처리 내역 (단위 : 원)

불용연도 비품명
(비품번호)

수량 취득(제조)일 취득가액 불용사유 비고

2017

이-에어로타운
(05650021) 1 2005-02-16 49,801,000 노후화 매각

clmber trotter
(1170031) 1 1999-09-18 5,000,000 내구연한 초과 폐기

2019

linear exerciser
(00940091) 1 1999-09-18 13,000,000 불용사유

미기재
폐기

ergometer1
(01110091) 1 1999-09-18 11,320,000 불용사유

미기재
폐기

방송장비
(19990930) 1 1999-09-30 5,000,000 노후화 폐기

음식물처리기
(20090908001) 2 2009-09-08 14,200,000 노후화 폐기

※ 출처 : A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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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수탁재산을 취득·유지관리·불용결정 및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

얼」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수탁기관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

얼」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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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후원금 관리 및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A시설

내 용

A시설은「노인복지법」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서,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

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은 2020. 8. 1.부터 현재까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市’라 한다)와 A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

약을 체결하고 A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A시설은 개인과 단체로부터 각종 후원금8)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사업 및 노년사

회화교육사업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후원금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사회

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제4장의2(후원금의 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

라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후원금 모금 등 부적정

A시설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개인 및 단체로부터 계좌이체 또

는 CMS9)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총 469,541천 원의 후원

금을 모금하였다.

8)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

9)  CMS (cash management serv ice)  :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 구좌를 살필 수 있고, 주식의 

매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금융자산 결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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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후원금 수입내역 (단위 : 원)

연 도 후 원 총 액
지 정 비 지 정

소 계 계 좌 이 체 소 계 C M S 계 좌 이 체

2 0 1 7년 173,365,639 123,590,009 123,590,009 49,775,630 8,057,660 41,717,970

2 0 1 8년 129,345,847 98,764,889 98,764,889 30,580,958 7,715,445 22,865,513

2 0 1 9년 89,209,506 64,260,599 64,260,599 24,948,907 3,421,535 21,527,372

2 0 2 0년 77,620,945 60,120,181 60,120,181 17,500,764 3,478,410 14,022,354

계 469,541,937 346,735,678 346,735,678 122,806,259 22,673,050 100,133,209

※ 출처 : A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보건복지부장

관은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후원금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지정후원금과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 사용기준과 용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A시설은 후원금을 모금할 때에는 후원자에게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

에 관한 사항과 지정후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10)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

공하여 후원자의 후원취지에 맞게 후원금이 기탁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홈페이지 및 후원신청서에 후원자가

후원방법을 지정 또는 비지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하지 않았고 지정후원금

인정 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후원자는 후원

금의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한 채 후원금을 기탁하였으

며, 결과적으로 신규로 모금되는 대부분의 후원금(CMS 자동이체 납부 포함)을 비

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후원금 용도가 “법인·시설의 운영” 등과

1 0)  기탁서에 지정용도가「재무·회계 규칙」별표2,4,6,8,1 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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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은 지정용도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A시설에서는 [표 2]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구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정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시설에서 임의로 정한 “지정후원

사업경비, 복지지원사업”이란 명칭으로 지정후원금을 비지정후원금과 같이 관리

하고 있다.

[표 2] 지정후원금(지정후원사업경비, 복지지원사업)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구 분 2 0 1 7 년 2 0 1 8 년 2 0 1 9 년 2 0 2 0 년

수 입 24,792,000 19,545,250 5,677,700 1,190,000

이 월 금 9,930,714 6,265,714 6,375,714 6,495,714

지 출 28,457,000 19,435,250 5,557,700 1,100,000

잔 액 6,265,714 6,375,714 6,495,714 6,585,714

※ 출처 : A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나. 후원금 영수증 발급 소홀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기부금영수증 법정서식11)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

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 한하여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를 제외 하고는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원금 영수증 발급은「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따른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중 모금 단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A시설은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원

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후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아래 [표 3] ‘후원물품 접수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

과 같이 2017년~2020년 9월까지 총 1,283건, 297,577천 원의 후원물품

을 기탁 받았으나 총 665건 73,883천 원의 후원물품에 대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1 1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 01 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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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후원물품 접수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 건/천원)

연 도 접 수 현 황 영 수 증 발 급 현 황 영 수 증 미 발 급 현 황 비 고

계 1,283 297,577 618 223,694 665 73,883

2 0 1 7년 382 93,898 230 81,921 152 11,977

2 0 1 8년 507 122,504 234 109,523 273 12,981

2 0 1 9년 244 46,318 150 29,562 94 16,756

2 0 2 0년 150 34,857 4 2,688 146 32,169

※ 출처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12) A시설 후원금 관련 자료 재구성

다. 후원금품 관리 부적정

「재무․회계 규칙」제39조(물품의 관리의무)에 따르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

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제25조(재원의 사용 등) 및「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금을 기탁 받은 A시설은 시설 운영에 사용하는 후원물품의 자산 등

록 및 적절한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후원사업을

추진하여 후원금을 과도하게 이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후원받은 물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폐품으로 만들었거나, 적정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유통기한이 지나 사용이 불가

능한 후원물품을 [표 4]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6건,

27,662천 원 폐기 처분하였다.

1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건복지부에서 구축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업무용 시스템으로써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사

회복지시설 업무의 표준화, 업무추리 간소화와 효율화, 외부 제출자료 작성의 편의성 등의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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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후원물품 폐기 내역 (단위 : 천원)

폐 기 일 후 원 품 명 단 위 수 량 금 액 후 원 일

계 3,078 27,662

2017-05-26 아이필점안액 개 2,000 2,600 2016-11-10

2019-01-31 건강음료 개 960 (금액 미산정) 2018-05-25

2019-07-25 벽지 Box 33 742 2019-01-24

2020-05-07

원피스 벌 11 4,180

2018-05-15스커트 벌 12 2,160

여성바지 벌 62 17,980

※ 출처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A시설 후원금 관련 자료 재구성

또한, 아래 [표 5]와 같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후원물품 관리대장 상 140

건, 43,836천 원의 후원물품을 미사용 하였으며, 후원물품 관리대장의 미사용

물품과 창고에 실제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사

용 및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후원물품 미사용 현황 (단위 : 건/천원)

후 원 연 도 총계 2017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미사용
현황

건수 140 121 1 5 2 11

금액 43,632 37,012 70 4,250 400 1,900

※ 출처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A시설 후원금 관련 자료 재구성

라. 후원금 이자수익 사용 부적정

「2019~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

하는 이자는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시설에서는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잡수입으로 세입처

리하고 잡지출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등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



-  28 -

[표 6] 후원금 이자발생 내역 (단위 : 원)

연 도 연 번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이 자 발 생 액 비 고

총 계 12건 48,787

소 계 6건 35,065

2019년

1 정 3,875

지 정2 정 6,470

3 정 11,131

4 정 11,119

비 지 정5 정 315

6 무 2,155

소 계 6건 13,722

2020년

1 정 68

지 정2 정 3,311

3 정 5,434

4 정 4,507

비 지 정5 정 240

6 무 162

※ 출처 : A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A시설에서는 구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정후원금을 비지정후원금과

같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원금 관리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

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후원자에게 후원금의 지정·비지정 구분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후원자가 후원금의 용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후원금 모금관련

홈페이지 및 후원신청서를 보완하고,

후원금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원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

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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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건축 신고 절차 미이행

관 계 기 관 A시설, 복지정책실(인생이모작지원과)

내 용

A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노인복지법」제

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으로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재단에 위

탁·운영되고 있다.

A시설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A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위·수탁

협약서‘라 한다)」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에 따라 市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야 하며, 市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지

도·감독) 및 「위·수탁 협약서」제14조(지도·점검)에 따라 업무 전반을 지도·점

검하여야 한다.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이 있

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증축 행위 시

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건축법」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A시설 감사 결과 [표 1]과 같이 준공도면과 상이하게 지상 1층을 무

단으로 증축(건축행위일자 미상)하여 흡연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

차장으로 조성된 공간 일부를 자전거 거치대로 사용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

여 시설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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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市(인생이모작지원과)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및「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하였어

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탁 재산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이와 관련하여 A시설에서는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

거나 증축한 부분에 대해 업무 과실을 인정하였고, 무단 증축한 흡연실의 경우

즉시 철거하여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또한 市(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도 지도감독 소홀을 인정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A시설장은 현재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위법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통보)

[표 1] A시설 무단 용도변경 및 무단 증축 현황

지상

1층

위법

사항

지상 1층 일부(8.4m×3.3m=27.72㎡)

를 철골 등으로 사용하여 무단 증축하

여 흡연실 등의 용도로 사용

지상1층주차장일부(5.37m×2.4m=12.888㎡)

를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자전거 거치

대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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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실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은 수탁기관이 수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

탁재산 관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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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주간보호센터 옥상 무단 증축

관 계 기 관 성북구 어르신복지과

내 용

A시설 주간보호센터(이하 ‘주간보호센터’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38조(재가

노인복지시설)에 따라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사회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A시설과 함

께 ★★재단에 위탁·운영되고 있다.

한편 성북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주간보호센터의 요청에 따라 2019. 7. 5.

~ 7. 10. 이용 어르신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옥상층 일부에 철

골 등을 사용하여 6.6m×3.15m의 규모로 20.79㎡를 증축하는 ‘A시설 별관

지붕개선 및 차면시설 공사(이하 ’옥상 지붕개선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13)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또는「건축법」제14조(건축신고)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수평투영

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상일 경우,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정된다.

또한「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 옥상 지붕개선 공사는 20.79㎡를 증축한 것으로 건축 면적 8분

의 1을 초과14)하게 되어 건축물의 높이에 산정되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는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1 3)  공사비 : 금1 2,969,000원(계약업체 : ㈜♠♠종합건설)

1 4)  일반건축물 대장 상 주간보호센터 옥탑층의 면적은 4.8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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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성북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성북구 ♤♤과로 ‘눈·비 가리개 설

치’를 시공의뢰(‘19. 4. 30.)하였으나 성북구 ♤♤과에서는「건축법」제61조에

저촉되어 설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15)하였다.

그럼에도 성북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옥상 지붕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표 1]

과 같이 옥상을 무단 증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A시설 주간보호센터 옥상 무단 증축 현황

사 진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와 관련하여 성북구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어르신들의

심신안정 및 건강유지를 위해 외부활동을 할 있는 공간이 필수적인데, 시설에서

안전 등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옥상임. 그런데 공사 전 옥상 연결

계단 등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옥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불가피하였음”이라고 답변 하였다.

또한 옥상 계단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가림막 등이 없는 경우 눈·비

가 계단으로 흘러내려 백화현상, 침수 및 동파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법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공사를 시

행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옥상이 무단으로 증축되어「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

반하였으므로, 공사 시행에 대한 타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

1 5)  A시설 별관 옥상 눈비가리개 설치 관련 검토의견 회신(성북구 ♤♤과- 1 1 633, 201 9. 5. 3.)  

 ‘ 옥상 계단실 상부 눈·비 가리개 설치 시 건축법 제61 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저촉되어 설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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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은 주간보호센터 무단 증축 부분이 건축법에 위

반되는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자에게는 주

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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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민간위탁 협약해지에 따른 정산소홀

관 계 기 관 복지정책실(인생이모작지원과)

내 용

A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노인복지법」제

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으로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재

단에 위탁·운영16)되고 있다.

A시설은 1999. 6. 30. 개관 이래 총 5회 재계약을 통해 ☆☆재단에 위탁·운

영되어 왔으나 2019. 2. 20. 협약이 해지17)되었고 2019. 8. 1.부터18) 현

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용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

얼(이하 ‘운영 매뉴얼’이라 한다)[제1편 예산·회계 Ⅰ. 총칙 5. 회계연도 및 소속구

분]에 따르면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위·수탁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종료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규정

하고 있으며,

운영매뉴얼[제1편 예산·회계 Ⅲ. 수입·지출 9. 집행잔액 등의 반납]에는 수탁

기관의 위탁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결산서(정산보고서)가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가 ☆☆재단과 체결한 ‘A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에 따르면 ☆☆재단은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1 6)  위탁기간 : 201 9. 8. 1 . ~  2024. 7. 31 .

1 7 )  ‘A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안)’(인생이모작지원과- 22230, 201 9. 2. 26.)에 따르면 협약해지일은 201 9. 2. 20.이나, 

신규위탁 선정 시까지(201 9. 6. 30.)  수탁사무를 이행토록 함. 

1 8)  입찰 업체의 부재로 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7.1 .~7.31 .까지는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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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는 실제 위탁이 종료된 2019. 6. 30.의 10일 이내인 2019. 7.

10.까지 전 운영법인인 ☆☆재단에게 정산서 및 잔액을 제출·반납토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 위탁 업체인 ★★재단에 업무를 인계, 인수하였

다.19)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의견

이와 관련하여 市에서는 ☆☆재단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9. 6. 24.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통장잔액 등을 확인하였고, 이후 ’19. 7. 2. 통장해지

를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잔액 미반납에 대해서는 수탁기간이 종료되더

라도 시설의 운영 자체는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 잔액을 반납 받

을 수는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비를 반납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업무처리상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단순히 통장내역 및 해지내역을 확인한 것 등은 운영매뉴

얼, 협약서에서 인정하는 정산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정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업무소홀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복지정책실장(인생이모작지원과)은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 변경 시 예산·

회계 등이 투명하게 인수,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담

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9)  201 9년 회계감사 보고서도 별도로 작성하였어야 하나 통합하여 1 권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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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면접 대상자 임의 선정 등

관 계 기 관 B시설,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내 용

B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노인복지법」제

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법인에 위탁·운

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국가

나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시설 포함)의 시설장 및 종사자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공

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B시설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제4장 인사관리 제3절 임용, 제

29조(신규 채용)20)에 따르면 직원 채용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B시설에서는 종사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경쟁)을 통해 해

당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등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B시설에서는 `17.11월부터 `20.6월까지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을 거쳐〔표 1〕과 같이 종사자 등을 채용하였다.

1차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해당 직무수행에 적합한지를 판단

하는 절차로 응시자가 공고된 모집직종별 자격조건․경력 등을 갖춘 경우 모두

합격시키거나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서류심사 기준을 마

련하여 합리적인 배수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B시설에서는 채용예정 직종에 적합한 평가항목, 배점, 합격자 배수 등

서류심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내부직원(담당 팀장, 담당자 등)만 참여하는 내부

20)  상기 규정은 현 수탁법인 ◆◆법인의 규정이며, 전 수탁법인인 ◇◇재단 운영 시에는 B시설 운영규정(` 1 7.7.1 8. 개정) 가. 인

사관리규정, 제2장 임용, 제9조(신규채용)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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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등을 통해 임의로 [표 1]과 같이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즉, B시설의 경우 `17.11월부터는 `20.6월까지 응시자 43명 중 자격미달 3

명 제외한 40명 모두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나, 25명만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서류심사 탈락자 15명 모두 자격기준을 충족한 응시자이나 면접시

험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채용기회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인사위원회 규정’ 제27조에 위원회는 매 회의 시 의결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전원이 날인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다.

한편, 市(어르신복지과)에서는 매년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

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종사자 등 채용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위 지적사항에 대해 B시설에서는 착오, 업무미숙으로 처리한 것으로 감사결과

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종사자 등 채용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채용관련 업무를 철

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표 1] 2017~2020년 공개 채용 현황

연번 모집직종 공고일
공고

모집인원

서류심사 면접시험
면접인원

합격인원 비고
지원인원 자격미달

합계 10 43 3 25 8

1 생활지도원 `17.11.24 1 5 5 1

2 사무원 `18.06.01 1 12 2 3 1

3 생활복지사

`18.08.28 1 5 2 -

`18.09.14 1 3 2 1

`18.10.23 1 4 3 1

4 생활지도원
`19.01.24 1 0 - -

`19.02.11 1 4 3 1

5 대체인력 `19.07.26 1 2 1 1

6 조리원 `19.09.28 1 5 4 1

7 선임생활지도원 `20.06.04 1 3 1 2 1

※ 자료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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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종사자 등 채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종사자 등을 채용하시고, 향

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복지정책실장(어르신복지과장)은 종사자 등 채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부적정하

게 종사자 등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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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종사자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부적정 등

관 계 기 관 B시설,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내 용

B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립 위·

수탁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등에 따라 ◆◆법인에 위탁되어 관리·운영되

고 있다.

B시설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약서」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에 따라

관계 법령과 市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市는「서울특별시 사회복

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지도·감독), 「협약서」제13조(지

도·점검)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B시설은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한 사회복지시설로 「사회복지시설 표준근로형

태 가이드(보건복지부)」[3장. 근로형태 설계 가이드]의 3조 2교대제로 운영되

고 있으며 교대근무자의 근무 유형은 [표 1]과 같다.

[표 1〕생활지도원 등 야간근무자의 근무유형

근무유형 근무시간 휴게시간2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N 18:00~익일 09:00
18:30～19:00 (30분)
22:00～02:00 (4시간)

08:00～08:30 (30분)

10시간 2시간 4시간

※근무형태 : 1일차~2일차(Day, 09시~18시), 3일차~4일차(Night, 18시~익일 09시), 5일차~6일차(Off) 순으로 근무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근로기준법」제56조에는 야간․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률을 [표

2]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B시설 「취업규칙」제43조(임금의 구성항목)에 따르면 시

간외 근무수당은 △제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

(22:00~06:00)에 근로한 경우 △ 휴일에 근로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다.

21 )  취업규칙 제24조(휴게)에 따라 휴게시간은 업무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고, 확인 결과 근로자간 휴게 시간을 선택하여 업

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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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기준법」과 B시설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그 성격과 발생요건이 다르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각 항목별로 구분

하여 산정․지급해야 한다.

초과근로수당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지급하고, 야간근로수당은 야간

(22:00~06:00)에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야간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1.0배의 통상시급이 이미 지급되

고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0.5배만 추가로 별도 지급하면 된다.

한편 B시설은 2017. 11. 21. 민간위탁시설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이하 ‘근

로환경 개선 컨설팅’이라 한다)22) 후 교대근무자의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

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휴게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조정하고 [표

3]과 같이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방식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B시설의 시간 외 근로수당 산정 방식은 야간근로수당과 초과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고 야간근로시간(4시간)에 0.5를 곱하여 산출한 시간(2시간)

을 초과근로시간과 합산한 후 다시 통상시급의 1.5배를 곱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복 산정한 것으로, 그 결과 1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 지급하게 되었다.

[표 3] 야간 근로자의 수당 산정

야간근무자 근로시간 구분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시간 외 근무시간

야간근로

18:00~ 익일 09:00

법령 및
취업규칙 기준 2시간 ×1.5 = 3시간 4시간 ×0.5= 2시간 5시간

B시설 산정
기준

(초과근로시간 2시간+야간근로시간 2시간)×1.5 6시간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22)  ‘민간위탁시설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실시 및 협조 안내’(어르신복지과- 21 392, ‘1 7. 1 1 . 1 3.)

[표 2〕근로기준법(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규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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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방식을 개정한 2018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야간근로시간을

중복 계산하여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4]와 같이

28명에게 총 17,610천원이 과다 지급되었다.

[표 4〕시간 외 근로수당 과다지급 현황 (’18. 1월~’20.10월) (금액 : 원)

연도별 지급인원(명) 기지급액 재산정액 과다지급액

2018년 9 71,652,520 66,772,710 4,879,810

2019년 9 73,570,870 67,347,130 6,223,740

2020년
(10월까지)

10 56,732,680 50,226,050 6,506,630

총계 28 201,956,070 184,345,890 17,610,180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市(어르신복지과)에서는 매년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

검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종사자(교대근무자) 시간외 근로수당의 부적

정한 산정방식 및 지급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

무를 소홀히 하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에서 지적된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과 관련하여 市

(어르신복지과)는 ▽▽과에서 ‘미흡 재점검’의 의견으로 행정지도할 것을 통보23)

하였고 이후에도 시설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을 진행24)하였음에도 이행조치를 취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B시설에서는 2017년 11월 ‘민간위탁시설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실시 및 협

조 안내’에 따라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을 받은 후 노무사의 확인 후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위와 같은 시간 외 근무수당 산정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노무사의 지적 내용은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야간 할증 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지 않아 야간근로수당이 체불될 우려를 지적한 것으로, B시설에서

는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

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개정하였어야 한다.

23)  201 7년 민간위탁사무 수탁운영 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알림(▽▽과- 31 1 8, 201 8.3.23.)

24)  ‘201 8년 상반기 민간위탁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과- 3907, 201 8.4.1 2.)’에 따르면 B시설은 

201 7년 하반기 컨설팅 후 2차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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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과정에서 2018년 이전 3시간이었던 야간 근로 중 휴게시간을 5시

간으로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입소자들의 새벽 세면, 화장실 이용 등을 보조

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실제 휴게시간은 4시간여에 불과한 것이 확인25)되

었다.

市(어르신복지과)에서는 산정 방식 잘못으로 시간 외 근로수당이 과다 지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환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근

로환경 개선 컨설팅’ 당시 지적된 2018년 이전 미지급분 야간근로수당은 「근

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라 시효가 소멸되어 별도의 지급은 불가하

다는 답변을 하였다.

2018년~2020년 과다 지급된 시간 외 근로수당 환수 여부와 관련하여 시

설과 市의 의견 및 관련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시설은 ‘근로환경 개선컨설팅’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야간근로의 휴게시간을 모

두 활용하지 못하고 과다 산정된 1시간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둘째, 市(어르신복지과)는「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

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관련 조례,「일

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018~202

0)」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협약

서」등에 따라 수탁기관의 근로환경을 지도·점검 의무가 있는 주무부서로서 관

련부서(市 ▽▽과)의 의견을 시설에 안내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

를 이행하지 않아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임금채권의 시효가 만료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징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을 하려는 목적은 ‘공익’이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다 지급된 시간 외 근로수당 환수는 적절하지 않다.

25)  CCT V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5시간의 휴게 시간 중 1 시간의 휴게 시간은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

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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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취지에 맞게 B시설의 시간외 근로수당 산

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담당 직원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복지정책실장(어르신복지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간외 근로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시설 대상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업

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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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 및 주의요구

제 목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

관 계 기 관 B시설,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내 용

B시설은「노인복지법」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은 2001. 11. 9.부터 2018. 12. 31.까지, ◆◆법인은 2019. 1. 1.

부터 현재까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

시(이하 ‘市’라 한다)와 B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B시설을 관리·운

영하고 있다.

B시설은「B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위·수탁 협약서’라 한다) 제

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 따라 사업비를 市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

용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市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수탁 협약

서」등에 따라 시설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가. 예산변경 절차없이 초과 집행

「재무·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및 제16조

(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거나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하고,「재무·회계 규

칙」제28조(지출의 원칙) 제2항에 따라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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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B시설은 세출예산 과목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

며, 만약 예산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지출행위 이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

성하거나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B시설에서는 세출예산 과목별 부족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 전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예산의 전용 없이 [표 1]과 같이 총 1

건, 3천 원을 과목별 세출예산보다 초과 집행하였다.

[표 1] 세출예산 초과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초과집행액 비 고
관 항 목

2017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반환금 16,983 16,986 3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B시설에서는 [표 2]와 같이 사회보험부담금과 연료비를 각각 2회, 1회

전용하였다.

[표 2] 세출예산 전용내역 (단위 : 원)

연도 연번
과목

세츨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전용일자
관 항 목

2017
1

사무비 인건비 사회보험
부담금

408,000 442,000 850,000 2017.8.25

2 850,000 300,000 1,150,000 2017.9.25

2018 1 사업비 운영비 연료비 0 3,628,000 3,628,000 2018.12.10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2017~2018년 B시설의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사회부담금의 경

우 2017. 4월 이미 편성된 예산을 모두 소진26)하였음에도 예산 전용을

2017. 8. 25. 처리하여 367,070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

또한 2017. 8월에도 위와 동일하게 사회부담금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도 전용

절차 없이 43,67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에도 편성되지 않은 연료

비 3,293,770원을 집행한 후 사후에 전용 처리하였다.

26)  예산 편성액 408,000원, 지출액 41 2,7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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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출예산 전용 전 초과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초과집행액

(사후 전용처리)
관 항 목

합 계 3,704

2017 사무비 인건비
사회보험

부담금

408 775 367

850 893 43

2018 사업비 운영비 연료비 0 3,294 3,294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나.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재무·회계 규칙」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및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세

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위ž수탁 협

약서」제6조(사업의 수행)27)에 따르면 법인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다

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B시설에서는 입소어르신 조의금 등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8건 772천 원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였으며, 특히, 직원

개인의 업무 부주의로 발생한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2건, 12천 원을 사회보험금

으로 집행하였다.

더불어「재무·회계 규칙」별표 4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비는 기관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기관운영비 집행에 대한 유사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

한 규칙(이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이하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라 한다)」(행정안전부) 4-1. 기관운영업

무추진비28)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27)「B시설 관리·운영 위ž수탁 협약서」제6조(사업의 수행)

   ① “법인‘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

고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

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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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

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 이

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축의·부의금

품 집행이 가능한 유관기관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노인종합복지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서울특별시)에 따르면 기관운영

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업무추진비 집행규칙」및 해설집을 준용하는 등

노인종합복지관의 기관운영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B시설은 축의·부의금품 집행이 가능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집

행함에 있어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B시설에서는 입소어르신, 자원봉사자,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임직원,

후원기관(밀각 심인당) 임직원 등에게 축의·부의금 16건 760천 원을 집행하는

등 유사 규정들과 다르게 축의·부의금의 집행 대상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축의·

부의금을 과도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연등회 문화의 날 행사비 집행 등 수탁법인과 관련된 종교활동을 위하여

8건, 754천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다.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B시설은 2018년 어르신단기케어홈 사업29)을 수행하면서 시설개보수를 위한

생활실 리모델링 공사(2018. 12. 14.~2019. 1. 22.)를 실시하였으며, 아래

[표 4]과 같이 2018. 12. 19.에 공사용역 선금30) 30,470천 원을 지급하였

28)「세출예산 집행기준」 4- 1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나. 규칙 〔별표 1 〕 8호 나목 3)-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 1 3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

이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한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

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 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 

29)  201 8년 어르신 단기케어홈 사업

  -  목  적 : 보호자 부재로 의료서비스 없이 단기간 시설내 거주가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기케어홈 제공

  -  사업비 : 총 1 64,1 1 0천 원(시설개보수 80,000천 원, 물품구입 84,1 1 0천 원)

  -  사업기간 : 201 8. 1 1 . ~ 201 8. 1 2.

30)  선금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의 1 00분의 70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의 경우 3억 원 미만일 경우계약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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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사대금 잔액 등 49,388천 원을 2019년 예산으로 이월한 후 공사용역 잔

금 37,840천 원을 2019. 1. 31.에 지급하였다.

[표 4] 2018년 어르신단기케어홈(시설개보수)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시설개보수 용역

기타 집
행액

집행잔액
계약액 준공액 선금 잔금

금액 80,000 69,537 68,310 30,470 37,840 142 11,548

집행일 2018.12.19 2019.1.31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재무·회계 규칙」제17조(세출예산의 이

월)에 따르면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

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및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

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시설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이하 ‘민간

위탁사무 운영매뉴얼’이라 한다.)」Ⅱ 예산 6.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르면 세출예산

을 이월할 때에는 사전에 市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B시설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 사용할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기 전에 市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B시설에서는 2018년 어르신단기케어홈 시설개보수 사업비 49,388천

원을 2019년 예산으로 사고이월31)하면서 市로부터 사전에 이월 승인을 받지

않고 처리32)하는 등 예산의 이월 규정을 준수하지 않다.

또한 市는 B시설의 사업비 사고이월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비 이월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탁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50%이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선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채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1 8.7.9.) ]

31 )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

니한 부대경비

32)  B시설에서 � 어르신복지과로 사고이월 신청서를 제출(B시설 201 8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고이월 신청서 제출- B시

설1 8A1 303- 801 , 201 8. 1 2. 1 2.)하였으며, � 어르신복지과에서도 � 어르신복지과로 사고이월 신청서를 제출(201 8년 노인복

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고이월 신청서 제출(노원구 어르신복지과- 29204, 201 8. 1 2. 1 2.) )하였으나 � 어르신복지과의 승인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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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B시설에서는 업무미숙으로 잘못 처리하거나 착오로 집행한 것으로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세출예산의 전용 절차를 준수하고 세출예산을 목적외로 집행

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8년 어르신단기케어홈 사업비 이월과 관련하여, 市(어르신복지과)

에 사업비 사고이월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市로부터 사업비 사고이월 시 서울시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 市의 승인없이 이와 같이 처리하였다고 답

변하였다.

市(어르신복지과)에서는 사고이월 시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33),

당시 수탁기관에 규정을 잘못 안내하였으며, 향후 수탁기관의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할 경우 市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지도·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관기관 축의·부의금품 집행과 관련하여「재무·회계규칙」상 업무추진

비 과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고, 유사 규정인「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제3조

제1항을 참조할 경우에도 B시설에서 지출한 입소어르신 조의금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의 범위 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관기관은「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유관기관 정

의를 따르고, 어르신 및 자원봉사자는 유관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유사 규

정들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축의·부의금품의 집행 대상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

으므로 市(어르신복지과)의 답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복지정책실장(어르신복지과장)은 직원 개인의 업무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연

체금 집행 2건, 12,140원을 환수하시고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규정

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

마련 등 지도·감독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시정)

B시설장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33)  당시 담당자는 명시이월의 경우에만 �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 검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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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물품관리 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B시설,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내 용

B시설은「노인복지법」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법인은 2019. 1. 1.부터 현재까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市라 한다)와 B시

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B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가. 물품 불용처리 부적정

B시설은「B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위·수탁 협약서’라 한다)」제

2조(위·수탁 사무)에 따라 건물, 시설물 및 장비 등 수탁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위·수탁 협약서」제4조(재산관리) 및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에 따르면 수

탁기관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하고 수탁재산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사전에 市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

품관리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

이라 한다)」,「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매뉴얼(이하 ‘민간

위탁사무 운영매뉴얼’이라 한다.)」[제1편 Ⅶ 물품관리 4. 불용 결정 및 처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의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불용결정을 하되, 취득가

격이 500만 원 이상인 사용가능한 물품의 불용결정34)은 수탁기관의 물품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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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따라 市에서 불용결정하고, 500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수탁기관의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B시설은 물품 관리 시 ‘市’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물품을 취득, 유

지관리,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야 하며, 특히 취득가격이 500만 원 이상 사용가

능한 물품을 처분할 때에는 市에 불용결정을 요청하고 市의 불용결정에 따라 물

품을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B시설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취득가격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불

용처리하면서 市에 불용결정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불용 여부를 결정한

후 물품을 처분하였다.

또한, 「민간위탁사무 운영매뉴얼」[제1편 Ⅶ 물품관리 4. 불용결정 및 처분]

에 따르면 불용을 결정한 물품 중 사용가능한 물품은 매각여부를 고려하되 불용

품 매각대금이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이거나 매수인

이 없거나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의 사업부서와 협의 하에

매각하지 않고 폐기 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B시설에서는 사용가능한 불용품의 매각여부 판단 및 市와의 협의 없이

[표 1]과 같이 일부 불용품을 임의로 폐기 처리하였다.

34)  불용결정 :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불용품이란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을 말한다.

[표 1] 불용물품 처리 내역 (단위 : 천원)

불용연도 물품명
(자산코드) 취득일자 불용일자 수량 취득가액 불용사유 비고

합계 6 64,560

2018년

뉴마티즈
(00001-2) 2005-05-25 2018-12-11 1 9,360

노후부식,
고장 매각

의약품냉장고
(00004-41) 2005-06-09 2018-07-04 1 5,500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한

사용불가
폐기

경피신경자극기
(00004-1) 2006-10-15 2018-12-12 1 5,000

인텐시티
작동불가 및
표기 불능

폐기

복합간선파치료기
(00004-3) 2006-10-15 2018-12-12 1 8,800

석션기능
복구불가 및
기기 오작동

폐기

공업용세탁기
(00005-19)

2009-05-29 2018-12-27 1 15,000 오작동, 노후 폐기

공업용세탁기
(00003-50) 2009-05-29 2018-07-04 1 20,900 오작동, 노후 폐기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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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품 재물조사 소홀

「재무·회계 규칙」제40조의2(재물조사),「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

부) V「재무·회계 규칙」5. 물품 및「민간위탁사무 운영매뉴얼」[제1편 Ⅶ 물품

관리 3. 재물조사35)]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연 1회(일반적으로 재물조사 기준일

은 12월 31일)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

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시설에서는 매년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재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물

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B시설에서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본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회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표 2]와 같이 연도별 물

품의 증가와 감소에 따른 물품 보유내역과 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물품관리대장

상 물품 보유내역이 불일치하는 등 매년 재물조사를 부정확하게 실시하였으며 그

에 따른 물품관리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연도별 물품 재물조사 결과 (단위 : 개/ 천원)

연도

재물조사 결과에 따른
물품관리대장 보유내역

(A)

연도별
물품 증가내역

(B)

연도별
물품 감소내역

(C)

연도별 물품 증감에
따른 보유내역

(D)

일치
여부
(A=
D)

물품수량 취득가액 취득수량 취득가액 불용수량 취득가액 물품수량 취득가액

2016년 579 226,731 34 10,130 19 8,134

2017년 951 378,548 39 14,073 35 14,928 583 225,876 불일치

2018년 816 361,282 104 107,564 183 90,105 872 396,007 불일치

2019년 772 362,145 35 11,041 8 12,625 843 379,698 불일치

2020년 856 391,266 110 31,565 123 24,273 759 369,437 불일치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 참조

- 연도별 물품 증감에 따른 보유내역(D) = 전년도 물품관리대장 보유내역(A) + 현년도 증가내역(B) – 현년도 감소내역(C)

- 2020년 재물조사 결과는 2020년 재물조사 미실시에 따라 B시설에서 제출한 2020년 9월 현재 물품보유내역으로 확인

35)  재물조사 : 일정시점의 보유물품을 실제 조사하여 장부 수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수량 및 불용품을 파악하여 조치함으로

써 물품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물품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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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B시설에서는 물품 불용처리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제대로 처리하지 못

하였으며, 물품 재물조사 및 관리에도 소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실제 보유 물품내역과 물품관리대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비 방안을 마련하시고, 수탁재산을 취득·유지관리·불용결정 및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

무 운영 매뉴얼」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복지정책실장(어르신복지과)은 수탁기관에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등 관련 규

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탁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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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후원금 관리 및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B시설

내 용

B시설은「노인복지법」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은 2001. 11. 9.부터 2018. 12. 31.까지, ◆◆법인은 2019. 1. 1.

부터 현재까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

시(이하 ‘市’라 한다)와 B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B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B시설은 개인과 단체로부터 각종 후원금36)을 받아 사회성 증진 및 여가지원

사업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후원금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사회복지사

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제4장의2(후원금의 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비지정후원금 위주로 후원금 모금

B시설에서는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개인 및 단체로부터 개인 및 단체

로부터 아래 [표 1]과 같이 총 110,592천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다.

36)  후원금이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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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후원금 수입내역 (단위 : 원)

연도 후원총액
지 정 비 지 정

소계 계좌이체 소계 계좌이체

2 0 1 7년 30,262,928 13,922,368 13,922,368 16,340,560 16,340,560

2 0 1 8년 13,838,000 0 0 13,838,000 13,838,000

2 0 1 9년 15,454,000 1,236,000 1,236,000 14,218,000 14,218,000

2 0 2 0년 51,038,000 34,240,000 34,240,000 16,798,000 16,798,000

계 110,592,928 49,398,368 49,398,368 61,194,560 61,194,560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보건복지부장

관은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후원금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한 지정후원금과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 사용기준과 용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B시설은 후원금을 모금할 때에는 후원자에게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

분에 관한 사항과 지정후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37)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후원자의 후원취지에 맞게 후원금이 기탁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B시설에서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홈페이지 및 후원신청서에 후원자가

후원방법을 지정 또는 비지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하지 않았고 지정후원금

인정 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후원자는 후원

금의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한 채 후원금을 기탁하였으

며, 결과적으로 신규로 모금되는 대부분의 후원금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7)  기탁서에 지정용도가「재무·회계 규칙」별표2,4,6,8,1 0의 세출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정후원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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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후원금 영수증 발급 소홀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기부금영수증 법정서식38)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

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은 때에 한하여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를 제외 하고는 영수증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후원금 영수증 발급은「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따른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제도 중 모금 단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B시설은 후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원

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후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B시설에서는 아래 [표 2] ‘후원물품 접수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

과 같이 2017년~2020년 9월까지 총 949건, 199,373천 원의 후원물품을 기

탁 받았으나 총 292건 28,002천 원의 후원물품에 대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았다.

[표 2] 후원물품 접수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 건/천원)

연도 접수현황 영수증 발급현황 영수증 미발급현황 비고

계 949 199,373 657 171,371 292 28,002

2 0 1 7년 200 61,929 96 51,941 104 9,988

2 0 1 8년 244 51,282 198 47,834 46 3,448

2 0 1 9년 319 52,637 319 52,637 - -

2 0 2 0년 186 33,525 44 18,959 142 14,556

※ 출처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B시설 후원금 관련 자료 재구성

다. 후원금의 과다 이월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제25조(재원의 사용)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원금은 가급적 적립·이월하지 않고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8)「소득세법 시행규칙」제1 01 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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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후원금을 기탁 받은 B시설은 적극적으로 후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후원금을 누적 보유함으로써 후원자의 후원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그런데 B시설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7년 35,689천 원, 2018년

26,940천 원, 2019년 22,926천 원의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다

음연도로 이월하는 등 후원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후원금 전용계좌 이월 규모 (단위 : 원)

연도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이월액 비고

소 계 4건 35,689,000

2017년

1 갑 B시설 33,728,600

비 지 정
2 을 B시설 1,020,000

3 병 B시설 370,000

4 정 B시설 570,400

소 계 4건 26,940,606

2018년

1 갑 B시설 25,100,206

비 지 정
2 을 B시설 1,040,000

3 병 B시설 730,000

4 정 B시설 70,400

소 계 4건 22,926,853

2019년

1 갑 B시설 20,718,453

비 지 정
2 을 B시설 1,040,000

3 병 B시설 1,098,000

4 정 B시설 70,400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라. 후원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2019~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 운영

비 구분”에 따르면 후원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예비비로 사용

이 불가하며,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후원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액

으로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B시설에서는 [표 4]와 같이 2019년, 2020년 비지정후원금을 예비

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표 5]와 같이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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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잡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잡지출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등

후원금전용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후원금 관리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

[표 4] 비지정후원금의 예비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비고
관 항 목

2019년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예 비 비

20,971,000

2020년 8,816,853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후원금 이자발생 내역 (단위 : 원)

연도 연번 은행명 계좌번호 이자발생액 비고

총 계 10건 42,422

소 계 5건 24,772

2019년

1 정 382 지 정

2 갑 22,493

비 지 정
3 을 1,039

4 병 740

5 정 68

소 계 5건 17,650

2020년

1 갑 208 지 정

2 갑 15,892

비 지 정
3 을 536

4 병 540

5 정 474

※ 출처 : B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B시설에서는 후원금 이자 관련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잘못 처리하였

으며, 앞으로는 후원금 관리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철

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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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후원자에게 후원금의 지정·비지정 구분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후원자가 후원금의 용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후원금 모금관련

홈페이지 및 후원신청서를 보완하고,

후원금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후원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

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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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CCTV설치공사 수의계약 절차 소홀

관 계 기 관 B시설,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내 용

◆◆법인은 「서울특별시립(이하 ‘市’라 한다) B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

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B시설을 2018. 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

지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B시설은 협약서 제2조에 따라 시설보호 대

상 노인의 입소보호, 입소노인 및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

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시설은 市와 법인이 체결한 「협약서」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및 제

11조(사업비의 지급 및 집행)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市의 규

칙,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

칙」39)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B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과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40)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신규보강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와 「지방계

약법 시행령」제25조41)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CCTV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39)  2020. 6. 1 1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이「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

40)  기능보강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

업(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1 )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법 제9조제1 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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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년 CCTV설치공사 수의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VAT 포함)
계약
일자

계약
방법

수의계약
사 유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준공기한

CCTV설치공사 ㈜■■ 16,582 9.18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제5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업체

9.26

※ 출처 : B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등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금액기준 따

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42)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

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B시설의 계약담당자는 ‘CCTV설치공사’에 따른 유사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한 유사거래 실례가격이 계약업체로부터 제출 받은 견적가

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B시설에서는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 시장가격 조사 등을 수행하지 않았

고 다만, 3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CCTV 설치공사’의 업체를 선정

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계약담당자가 CCTV의 성능 등을 결정할 수 있는 CCTV사양, 품목, 관제용

모니터, 기타 품목 등을 결정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 비교하여 1

개의 업체는 타 2개 업체와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견적을 비교할 수 없었고, 2

개의 업체는 견적은 비교가능 하였으나 가격이 동일하여 계약사유(‘수의계약 사유

서’)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통신공사로 인한 노하우가 많고, A/S가 확실함’, ‘타

업체와 비교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였다는 사유로 ‘㈜■■’를 계

약상대자로 선정하였으나 계약담당자는 위 업체의 실적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계

약상대방이 ‘구두’로 제시한 사유만을 근거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시설 사업경비 검토 소홀

한편,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협약서」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제1항에 따라 사업에 소용되는 경비를 법인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42)  계약담당자는 1 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겨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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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예산과 “법인”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

려하여야 하며 「협약서」제13조(지도·점검)에 따라 시설의 예산집행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따라서 市 주관부서에서는 B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로 예산을 교부 할 때에는

예산교부 신청서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의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B시설의 사업비 교부 신청서43)를 확인한 결과 [표 2]과 같이 CCTV

의 사양, 단가 등은 정하지 않고 산출조사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수량 28대(교

체 16대, 신규 12대) 설치만을 명시하여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 신청하였으나 市

주관부서는 정확한 검토 없이 예산을 교부하였다.

[표 2] ’20년 기능보강사업 사업비 교부 신청내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비 고
품목 사양 수량 단가 구매방법

장비보강
(CCTV)

2020.5.1.
~6.15.

CCTV - 28대 -
- 산출조사서에 의한 업체 선정
- 수의계약 진행

※ 출처 : B시설 제출 자료 재구성

사업비 교부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B시설 기능보강 사업 설명서’에

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개요’ 부분에는 사업의

규모(품목의 사양·수량·단가 및 구매방법)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B시설에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CCTV를 성능과 계약금액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품목의 사양’ 없이 CCTV라는 ‘품명’과 ‘28대 설치’ 등

CCTV의 수량만 간략히 기재되어 있어 위 문서로는 ‘28대의 CCTV’를 설치한다

는 정도만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市에서는 적절한 검토 없이 사업비를 교부하

여 시설이 수의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B시설에서는 CCTV에 대한 계약은 전문분야의 업무로써 관련분야를 잘 알지

못하여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향후 계약업무를 추진함

43)  B시설 2020년 사업비 교부신청서- 수락20A1 303- 291 ,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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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예산편성 및 교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사항을 인정하고 향후 시설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히 검토하여 위와 같

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준수하

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CCTV 설치공사’를 수행한 관련 계약담당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복지정책실장(어르신복지과장)은 시설의 예산편성에 대한 시의 승인 및 예산

교부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

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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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건축 신고 절차 미이행

관 계 기 관 B시설,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내 용

B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노인복지법」제33

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법인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B시설은 「B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이하 위·수탁 협약서’라 한다)」제

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 법령과 市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市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지

도·감독) 및 「위·수탁 협약서」제13조(지도·점검)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전반

적인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한편「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및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증축 행

위 시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건축 행위 시에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제12조(개발제한구역

에서의 행위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

행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B시설은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의 건축행위

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부서에 신고 후 공

사를 시행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B시설을 감사한 결과 [표 1]과 같이 별관 지상 1층 주차장을 80.04

㎡, 62.1㎡ 증축(건축행위일자 미상)하여 창고, 세탁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

었는데, 증축공사 시 이에 대한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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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B시설 지상주차장 무단 증축 현황

구 분 사 진

별관

지상1층

또한 B시설에서는 [표 2]와 같이 생활실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하

면서 발코니를 확장44)하였는데,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

았다.

한편 市에서는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수행했음에도 「건축법」등 위반 사항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B시설에서는 업무 소홀

을 인정하였으며,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답변

하였다.

또한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지도감독 소홀을 인정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위법 사

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44)  매화 2, 3호실 1 0.8㎡(7.2m× 1 .5m) 발코니 확장 

[표 2] 생활실 리모델링 공사 내역

공사명 공사기간 주요 공사내역 계약금액 업체명

B시설 생활실
리모델링 공사

‘18.12.10.~
19.1.22.

발코니 외부 조적공사,
미장, 설비 배관 및 전기
공사 등

69,537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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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B시설장은 현재 신고를 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위법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추후 공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통보)

복지정책실장(어르신복지과장)은 수탁기관이 업무 추진에 있어 공사 등을 시

행할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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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민간위탁 재위탁 업무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내 용

서울특별시(이하 ‘市’라 한다)는 협약 기간이 2018. 11. 9. 만료되는 B시설 위탁

에 대해 2018. 6. 15. ‘재위탁 추진계획’45)을 수립하고 2018. 11. 13. 위탁 업

체를 선정한 후 2019. 1. 1.부터 ◆◆법인과 B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업무를 개

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 30.)

[제1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민간위탁금 등은 다

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46)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서도 민간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따르면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

하고는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市에서는 입찰업체가 없어 3차까지 공고하여 현 운영법인인 ◆◆법인을

수탁업체로 선정하였는데47) 2차 및 3차 공고 시 1차 공고와 다르게 ‘주요사업’, ‘신

청서 평가 요소’, ‘배점 및 평가방법’을 삭제하는 등 공고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 재

공고하였다.

45)  B시설 재위탁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 1 00808, 201 8. 6. 1 5.)

46)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7)  1 차 공고: 201 8. 7. 1 6. ~  8.6. / 2차 공고: 8. 22. ~9. 1 1 . / 3차 공고: 9.27.~1 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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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및 3차 공고에는 기한 외 다른 내용이 변경되어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

령」에 따라 신규 공고로 처리하였어야 하나 단순히 재공고로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재공고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市(어르신복지과)에서는 「지방계약법」등을 준용하

여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을 인정48)하면서도, 「지방계약법 시행령」등에서 재공

고입찰이 가능한 경우를 기한 변경으로 제한한 것은 공개모집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업무처리가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비위는 아니라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주요사업이나 심사기준 및 배점표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

에서 재공고입찰 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한 ‘기한’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규정

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없다.

조치할 사항

복지정책실장(어르신복지과장)은 민간위탁 재위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

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고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48)  다만, 당시 업무 담당자는 B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 대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