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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출연기관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함

○ 투자·출연기관 자체 일상감사 운영 및 계약심사 기능 강화와 효율

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서울기술연구원

○ 감사기간 : 2020. 11. 23.~ 11. 25.(기간 중 예비 1일, 본감사 2일)

○ 감사인원 : 일상감사팀장 외 3명

○ 감사범위 : ’17년 1. 1. 이후 피감기관의 일상감사 운영상황 전반

3. 감사중점

○ 일상감사 대상․절차․관리의 적정성 등 체계적 시행 여부

○ 일상감사 의견의 적법성 및 사업부서의 감사의견 반영․시행 여부

○ 계약분야 등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효과적 시행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모범

사례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회수) 감 액 기 타

9 - - - - - - - - 5 -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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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 평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시민 신뢰도 향상 및 투명성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출연기관 자율적인 자정 노력, 체계적인 내부 감사시스템과

위법・부당한 사항의 사전예방 및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감사위원회에서는 신생 출연기관의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
개선・정착과 일상감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기술

연구원의 일상감사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위한 감사를 실시

하였다.

감사 결과, 출범한 지 얼마 안된 기관의 특성에 따라 부족한 감사

인력과 일상감사 규정미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상감사를 실시

하고 있었으나,

일상감사 미실시, 계약체결 이후 또는 체결 중 일상감사 실시, 일상

감사 대상범위 지정 미흡,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사업부서 이행여부

관리 미흡, 계약업무 일상감사 미흡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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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
번

처 분 요 구
처분
유형

조 치 현 황 비고

1
일상감사 미실시 및 계약

체결 후 일상감사 실시
주의․통보

◦ 일상감사 대상사업 누락여부 점검

◦ 일상감사 대상사업 제외사업 재검토

조치

중

2
일상감사 실시대상 사업 및

범위 등 정비 미흡
통보 ◦ 일상감사 실익 여부 고려하여 대상범위 재검토

조치

중

3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

관리 미흡
주의․통보

◦ 일상감사 조치결과 관리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조치

중

4
계약분야 일상감사 실시

미흡
통보

◦ 계약법령에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범위 재검토

조치

중

5
연구 및 조사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미흡
주의

◦ 조사 및 연구용역 일상감사 시행 시 계약예규에

부합되도록 의견 제시

조치

중

6
공사 제경비 비율 등 적용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미흡
통보

◦ 일상감사 시행 시 제경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확인

조치

중

7
건설공사 시공에 대한

일상감사 철저 필요
주의

◦ 일상감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상 공사업 자격

유무 확인

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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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붙임 자료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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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일상감사 미실시 및 계약 체결 후 일상감사 실시

관 계 기 관 서울기술연구원

내 용

서울기술연구원(이하 “기술연구원”이라 한다) 경영관리실 경영기획팀(이하 “경영기획팀”이라 한

다)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

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원 설립 후 [표 1]

과 같이 2019.8월부터 2020.6월까지 34개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

고, 이 중 9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보완·검토하도록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의견

제시율 26.5%)하였다.

[표 1] 일상감사 추진실적
(단위 : 건)

일상감사
대상사업

계 2020. 1월 ∼ 6월 까지 2019. 8월 ~ 12월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계 34 9 9 27 5 5 7 4 4

계 약 27 9 9 20 5 5 7 4 4

예 산

채 용 7 7 비대상

안전관리

기 타

(가) 일상감사 미실시

기술연구원에서 수립한 방침인 ‘2019년 감사계획’과 ‘2020년 자체감사계획’에

의하면, [표 2]와 같이 일상감사 대상업무로 계약, 예산관리, 채용, 안전관리, 기

타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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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상감사 대상업무(’20.2.28. 기준)

구 분 대 상 업 무 비고

계 약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제조, 기타 계약
-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 용역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제조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
※ 단, 조달구매 물품은 제외하고, 서울시 정보화심의, 계약(원가)심사 등을 받은 경우는 해당 심의결과를 일상

감사로 갈음할 수 있음

예산관리 ○ 5천만원(’19년 1억원) 이상 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채 용 ○ 신규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20년 신설)

안전관리
○ 연구원의 주요업무의 안전관리계획

-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행사
- 위험지역에서 개최되거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비를 사용하는 축제·행사 등

기타 시책사업 ○ 원장이 일상감사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따라서, 경영기획팀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부

서에 전파‧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사업을 발주 및 추진하기 전에 일상감사 절차

를 거치도록 하여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발주되는 상황을 방지했어야

했다.

그런데, 경영기획팀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표 3]의 37개 사업에 대해

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중 연번 36~37번 사업은 일상감사 대상

이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등 일상감사 실시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 9 -

[표 3] 일상감사 전체 미실시 사업 목록

연번 계약일자 사업명 사업비(원) 일상감사
대상여부 비고

1 2019.08.20.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ArcGIS) 87,516,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2 2019.08.22. 지진 방재 및 대응계획 관련 국외자료 번역 13,60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3 2019.08.20.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Origin Pro 2019) 65,01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4 2019.08.20.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PLAXIS3D, GeoStudio Standard) 11,22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5 2019.08.20. 제설 관련 측정 자료 Big data 분석 연구 16,48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6 2019.10.17. 건축물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분석 및 표준화 방안 연구 30,00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7 2019.10.28. 서울시 에너지 및 안전 관리를 위한 건축물 통합 DB 및 모델 개
발 130,000,000 1억원 이상

용역

8 2019.10.31. 신규직원 입사에 따른 업무용 PC 추가 구매(PC) 13,09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9 2019.11.26.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향후 발전 방향 분석 15,00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0 2019.12.13. 웹기반 혁신기술 제안 시스템 고도화 및 기술검증체계 운영 170,500,000 1억원 이상
용역

11 2019.12.13. 교통분석 소프트웨어(Viswalk size 2) 구매 24,204,442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2 2019.12.13. UC-winRoad Ver.13 Advanced 구매 13,31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3 2019.12.16. BIM기반 유지관리 플랫폼 구축용역 15,00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4 2019.12.31.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ArcGIS) 56,628,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5 2019.12.31. 업무용 태블릿구매 12,557,16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6 2019.12.31. 서울기술연구원 2020년 운전직 및 비서직 파견 용역 125,224,290 1억원 이상
용역

17 2020.04.13. 서울기술연구원 2020년 청소 관리 용역 12,583,56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8 2020.02.03. 데이터 획득 및 처리 장비의 PCB 제작 16,50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19 2020.02.13. 신기술접수소 홍보동영상 제작 13,86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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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계약일자
(사업추진부서) 사업명 사업비(원) 일상감사

대상여부 비고

20 2020.02.27.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13,00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21 2020.04.27. GNSS 시스템 구성 및 관측국 구축 13,00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22 2020.05.15. 클라우드 서버 이용 계약 14,454,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23 2020.5.21. 구조물 포장 정비기법 및 관리기준 개발(2차) 145,300,000 1억원 이상
용역

24 2020.06.03. 미세먼지 측정기 및 측정데이터 스토리지 임대 15,694,8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25 2020.06.22. 열수송관 손상감지용 센싱장비 시작품 제작 15,00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26 2020.06.22. 카피킬러캠퍼스(표절검사서비스) 라이선스 연장구매 11,00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27 2020.06.29.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_ArcGIS 15,444,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28 2020.06.29.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_ArcGIS
Extension 25,74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29 2020.07.03. 도시문제 미래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160,000,000 1억원 이상
용역

30 2020.07.16.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_Plaxis 2D
(Plaxflow, Dynamics) 24,068,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31 2020.07.16.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_SMS-TUFLOW 21,384,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32 2020.07.16.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_XPSWMM 100,00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33 2020.07.17.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_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120,00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34 2020.07.20.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_TRNSYS 18
Package 5user 26,400,000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35 2020.05.12. 예비비 집행계획 - 예비비 집행

36 2019.10.8. 구조물 포장 정비기법 및 관리기준 개발 294,400,000 1억원 이상
용역

서울시 계약심사
완료

37 2020.06.18. CCTV 차량인식 기반 배출량 산출 및 불확도 평가 연구 378,054,000 1억원 이상
용역

서울시 계약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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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 체결 후 일상감사 실시 및 일상감사 진행 중 계약 체결

‘2020년 자체감사계획’에 의하면,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사업 추진부서는

일상감사를 전담하는 경영기획팀에 일상감사를 의뢰하며, 경영기획팀에서는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을 사업 추진부서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상감사

의견이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부서의 장이 조치결과를 10일 이내에

경영기획팀으로 송부한 다음 최종 결재를 득하여 집행행위를 하며, 일상감사를 받

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기획팀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부서에

전파·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일상감사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일상감

사를 실시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기 이전에 사업이 발주하지 않도록 확인 및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표4] 사업은 사업 추진부서에서 일상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사업을 집행하거나 일상감사가 진행 되는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경영기획팀에서는 이에 대해 확인 및 조치

를 취하지 않았다.

[표 4] 일상감사 완료 이전 추진사업

연번 사업명 일상감사 실시기간 계약일자 일상감사 의뢰시기 비고

1 서울기술연구원 7~11층 철거 및 조성공사 수의계약 2020.04.03. ~
04.06. 2020.03.18. 계약체결 이후

일상감사 의뢰

2 코로나19 대응 관련 신개념 마스크의 국제 기술공모를 위한
컨설팅 용역 수의계약

2020.04.01. ~
04.10. 2020.03.31. 계약체결 이후

일상감사 의뢰

3 대기조건 모사를 통한 시나리오별 광촉매 성능평가 수의계약 2020.04.03. ~
04.10. 2020.02.26. 계약체결 이후

일상감사 의뢰

4 7층 출입통제장치 설치 수의계약 2020.04.10. ~
04.13. 2020.04.12. 일상감사 진행 중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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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기술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경영기획

팀에서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사업 추진부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 등으로 인

해 일상감사 제도 인식이 결여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감사결과를 수용하였다.

또한, 차후 사업 시행 전 일상감사 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계약심사를 거

쳤다는 사유로 일상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상감사 실시

전 및 실시 중 사업 진행여부를 확인․점검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① 기술연구원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일상감사 절차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사업부서

가 사업 추진 전 일상감사 절차를 거치도록 교육‧홍보하는 등 일상감사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②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사업이 서울시 계약심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감사계획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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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일상감사 실시대상 사업·범위 등 정비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기술연구원

내 용

서울기술연구원(이하 “기술연구원”이라 한다) 경영관리실 경영기획팀(이하 “경영기획팀”이라 한

다)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

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원 설립 후 [표 1]

과 같이 2019.8월부터 2020.6월까지 34개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

고, 이 중 9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보완·검토하도록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의견

제시율 26.5%)하였다.

[표 1] 일상감사 추진실적
(단위 : 건)

일상감사
대상사업

계 2020. 1월 ∼ 6월까지 2019. 8월 ~ 12월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계 34 9 9 27 5 5 7 4 4

계 약 27 9 9 20 5 5 7 4 4

예 산

채 용 7 7 비대상

안전관리

기 타

경영기획팀에서는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일상감사 실익이 없거나 발생하지 않

는 경우 등을 검토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를 새로이 정하는 등 일상감사

실시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상감사 실시 실적이 없는 업무분야, 의견제시가 없었던 업무 등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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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경우 등을 확인 및 분석하여 일상감사 대상범위를 재검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가) 일상감사 대상사업 미발생

경영기획팀에서는 [표 2]와 같이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 2019.8월부터

2020.6월까지 예산관리 등 일상감사 실적 및 의견제시가 없었던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 대상범위를 정비하지 않은 채 같은 내용으로 일상감사 대상범위를 정하

는 방향으로 감사방침을 수립해왔다.

[표 2] 일상감사 실적이 없는 업무분야 현황

연번 일상감사
대상업무 분야 실시건수 의견제시

건수 의견제시율 일상감사 실적이 없는 사유 비고

1 예산관리 - - - 대상업무 발생빈도가 없음(5천만원 이상 예산전용)

2 안전관리 - - - 대상업무 발생빈도가 없음(자체 행사규모가 1,000명 미만)

(나) 일상감사 실익이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지정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사업을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하

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사업

17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시가 한 건도 없었으며, 이는

그동안 실시한 전체 일상감사 34건에 50%를 차지하는 비율로 실익이 없는 업

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표 3] 일상감사 실적 비교 현황(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비 일상감사 전체 실적)

(단위 : 건, %)

계 2020.1월 ∼ 6월까지 2019.8월 ∼ 12월

1천만원이상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건수(A)

일상감사실시
전체 건수(B)

비율
1천만원이상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건수(A)

일상감사실시
전체 건수(B)

비율
1천만원이상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건수(A)

일상감사실시
전체 건수(B)

비율

17 34 50 11 27 41 6 7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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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기술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일상감사 실시대상 업무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실

익이 없는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일상감사 실익이 없는 업무 등에 대하여는 기관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감사 대상업무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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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일상감사 의견 조치결과 관리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기술연구원

내 용

서울기술연구원(이하 “기술연구원”이라 한다) 경영관리실 경영기획팀(이하 “경영기획팀”이라 한

다)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

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원 설립 후 [표 1]

과 같이 2019.8월부터 2020.6월까지 34개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였

고, 이 중 9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보완·검토하도록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의견

제시율 26.5%)하였다.

[표 1] 일상감사 추진실적
(단위 : 건)

일상감사
대상사업

계 2020. 1월 ∼ 6월까지 2019. 8월 ~ 12월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계 34 9 9 27 5 5 7 4 4

계 약 27 9 9 20 5 5 7 4 4

예 산

채 용 7 7 비대상

안전관리

기 타

(가) 일상감사 조치결과서 미수령

기술연구원에서 수립한 방침인 ‘2019년 감사계획’에 따르면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최종결재를 진행하며, 경영기

획팀에서는 조치결과를 사후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20년 자체감사

계획’에 의하면,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경영기획팀

에 보고하고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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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영기획팀에서는 일상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감사

의견을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조치결과를 제

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출을 촉구하는 등 감사의견의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감사의견 이행결과가 위법하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

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런데 경영기획팀에서는 [표 2]와 같이 일상감사 실시결과 감사의견을 제시한

사업 중 8개 사업이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2]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현황

연번 사업명 일상감사 결과 의견
통보일자

조치결과
제출여부 비고

1 국내외 지진방재 추진전략 분석 연구 수의계약 2019.08.20 미제출

2 지진 발생에 대비한 비상도로망 지정 관리방안 위탁연구용역 2019.08.20. 미제출

3 한강주변 영향범위 분석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 용역 2019.11.01 미제출

4 도시물순환 관련 피복별 온도변화 탐지를 위한 드론영상촬영 수의계약 2019.11.12 미제출

5 2020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 위탁 수의계약 2020.02.17 미제출

6 2020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평판조회) 위탁 수의계약 2020.03.27 미제출

7 코로나19 대응 관련 신개념 마스크의 국제기술공모를 위한 컨설팅 수의계약 2020.04.10 제 출

8 연구과제관리시스템 ISMP 용역 수의계약 2020.05.04 미제출

9 혁신기술에 대한 사업화 및 기술적용 가능성 조사 용역 2020.05.08 미제출

(나)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 미흡

기술연구원에서 수립한 방침인 ｢2019년 감사계획」에 따르면 일상감사 의견서

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서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최종결재를 진행하며, 경

영기획팀에서는 조치결과를 사후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20년 자체

감사계획」에 의하면,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경영

기획팀에 보고하고 일상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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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영기획팀에서는 일상감사 실시결과 의견이 제시된 사업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경영기획팀에서는 일상감사 의견이 제시된 사업에 대하여 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적정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앞으로 일상감사 의견에 대하여 사업 추진부서로부터 조

치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체계적으

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① 향후 일상감사 결과 의견이 제시된 사업에 대해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하

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②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적정한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등을 실시하여 일상감사

제도 운영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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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계약분야 일상감사 실시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기술연구원

내 용

서울기술연구원(이하 “기술연구원”이라 한다) 경영관리실 경영기획팀(이하 “경영기획팀”이라 한다)

에서는 ｢감사규정｣ 제17조 및 ‘2019년 감사계획’과 ‘2020년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용역 등 계약분야 3개

업무와 예산관리・채용・안전관리 등 총 9개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업무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실적은 [표 1]과 같다.

[표 1] 일상감사 추진실적
(단위 : 건)

일상감사
대상사업

계 2020. 1월 ∼ 6월까지 2019. 8월 ~ 12월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계 34 9 9 27 5 5 7 4 4

계 약 27 9 9 20 5 5 7 4 4

예 산

채 용 7 7 비대상

안전관리

기 타

기술연구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적용 받는 ‘출연기관’에 해당되며,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는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하며,

원장 방침으로 일상감사 대상사업 범위를 정하고 [표 2]와 같이 계약분야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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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를 최초 실시한 2019.8.13.부터 2020.6.30.까지 계약분야 일상

감사 대상사업은 총 60개 사업임에도 45%에 해당하는 27건에 대하여만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33건이 누락되었으며, 절반이 넘는 계약업무 사업이 사전에

적법성・타당성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받지 못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

되었다.

[표 2] 계약분야 일상감사 실시현황
(단위 : 건, %)

일상감사 실시기간
전체

계약건수

일상감사 대상사업(A)
일상감사

실시건수(B)
일상감사 실시
비율(B/A)소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용역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계 107 60 5 55 27 45.0

2019.08.13.∼12.31. 44 22 3 19 7 31.8

2020.01.01.∼06.30. 63 38 2 36 20 52.6

※ 서울기술연구원 자료 재구성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과 다르게 입찰공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제8항과 제44조 제2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

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1)에서 정하고 있고,

[표 3]와 같이 기술연구원에서 2019.8월부터 2020.6월까지 발주한 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24개 사업별 제안요청서는 위 협상에 의한 계약

기준과 부합하도록 입찰공고 전에 일상감사 과정에서 보완되었어야 하는데도,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18건),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미실시 사업(5건)인 사유

로 사전에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하여 보완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연번 19번은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계약예규에 따른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 시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
할 수 없는데도 [표 1] 사업중 연번 1 ~ 15번, 연번 19번, 들은 초과하여 배점하였고,
우선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 고득점순
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해야 하는데도 위 사업들은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
위자로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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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사업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된바, 잘못된 제안요청서로 인하여

낙찰자가 달리 정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계약일자 일상감사 대상
및 실시여부 제안요청서 부적정 내용

1 표준모델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설정을 위한 에너지 민감도 분석 2019-08-22 비대상

1.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30% 초과

2.동점자 순위 오류

2 우이신설선 경전철 이용현황 현장조사 및 분석 2019-08-23 비대상

3 서울시 CCTV 통합관제체계 구축방안 연구 2019-08-23 비대상

4 3종시설물 지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개선안 실적용 및 보완 2019-09-19 비대상

5 빗물마을 대상 도심형 물순환 상세모델 구축 및 분석 2019-10-01 비대상

6 공공건축물 BIPV설계 및 시공기술개발 연구 2019-10-10 비대상

7 서울기술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행사 대행 용역 2019-10-16 비대상

8 신기술접수소 기술제안 및 아이디어 제안의 기술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2019-11-13 비대상

9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제설 시스템 개발 2019-11-29 비대상

10 서울시 도로포장 파손 유형 도출 2020-04-27 비대상

11 물순환 유역평가 및 통합 물순환 관리시스템 구축 2020-04-29 비대상

12 도시문제 해결형 정형 비정형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 및 시범구축 2020-05-11 비대상

13 굴착공사 계측관리기술 동향파악 및 조사 2020-05-29 비대상

14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반 서울시 비만요인 관리방안 연구 2020-07-29 비대상

15 국내외 스마트건설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2020-07-29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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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업명 계약일자 일상감사 대상
및 실시여부 제안요청서 부적정 내용

16 공용 중 교량의 형상추정 기법 개발 2020-05-26 비대상

동점자 순위 오류17 서울기술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2019-10-22 비대상

18 하수슬러지 처리 잔재물 성분분석 및 자원화 방안-3D 인쇄기술 활용 2020-06-10 비대상

19 도로변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성분 분석 연구 2020-05-12 실시
1.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30% 초과

2.동점자 순위 오류

20 CCTV 차량인식 기반 배출량 산출 및 불확도 평가 연구 2020-06-29 대상(미실시) 동점자 순위 오류

21 도시문제 미래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2020-07-03 대상(미실시)

1.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30% 초과

2.동점자 순위 오류

22 구조물 포장 정비기법 및 관리 기준 개발 2019-10-11 대상(미실시)

23 서울시 에너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물 통합 DB 및 모델 개발 2019-10-22 대상(미실시)

24 웹기반 혁신기술 제안시스템 고도화 및 기술검증 체계 운영 2019-11-27 대상(미실시)

(나) 입찰참가자격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억원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은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추정가격 1억원이상

2억원 미만인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기술연구원에서는 [표 4]와 같이 2019.1월 ~ 2020.6월까지 발주한 사업

중 13개 사업에 대하여 입찰공고 전 일상감사 과정에서 위 법령과 기준에 맞게

보완 되었어야 하는데도,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10건),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미실시 사업(2건)인 사유

로 사전에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하여 보완할 기회를 상실하였고,

연번 11번은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계약예규에 따른 감사의견을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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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으나, 13개 사업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바, 잘못된 입찰공고로

인하여 낙찰자가 달리 결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입찰참가자격이 부적정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비 일상감사 대상 및
실시여부 입찰참가자격 부적정 내용

1 우이신설선 경전철 이용현황 현장 조사 및 분석 50 비대상

실적제한 비대상 사업(추
정가격 2억원 미만)

2 물순환 유역평가 및 통합 물순환 관리시스템 구축 50 비대상

3 도시문제 해결형 정형 비정형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 및
시범구축 99 비대상

4 굴착공사 계측관리 기술동향 파악 및 조사 30 비대상

5 하수슬러지 처리 잔재물 성분분석 및 자원화 방안-3D 인
쇄기술 활용 50 비대상

6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반 서울시 비만요인 관리방안 연구 80 비대상

7 국내외 스마트건설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35 비대상

8 표준모델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설정을 위한 에너지
민감도 분석 35 비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입
찰 미실시(추정가격 1억
원 미만)

9 서울시 CCTV 통합관제체계 구축방안 연구 50 비대상

10 3종시설물 지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개선안 실적용
및 보완 40 비대상

11 도로변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성분 분석 연구 150 실시 실적제한 비대상 사업

12 CCTV 차량인식 기반 배출량 산출 및 불확도 평가 연구 378 대상(미실시)

1.규모 또는 양 제한기준
누락

2.중소기업자간 제한입찰
비대상 사업(추정가격
1억원이상 2억원미만)

13 도시문제 미래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160 대상(미실시) 실적제한 비대상 사업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미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0항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 24 -

입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하는 경우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공고

한 제안서 평가기준을 충족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기술연구원에서는 [표 5]와 같이 2019.1월 ~ 2020.6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한 8개 사업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사업은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해

당되지 않아 향후 동일한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다.

[표 5]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미이행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정가격 계약일자 일상감사
대상여부

1 빗물마을 현황 조사 및 특성분석 연구 용역 28 2019.04.15 비대상

2 서울시 지역별 폭우 특성 규명을 위한 상세 강수 분석 연구용역 56 2019.04.18 비대상

3 BIM기반 도로시설물의 형상 정보 수집 및 구축 방안 용역 65 2019.05.07 비대상

4 도로시설물의 위험도 기반 자산 정량화 기술 개발 연구용역 70 2019.05.07 비대상

5 한강수위 및 지하수위 변화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 65 2019.05.10 비대상

6 투수포장 공극막힘 메커니즘 분석연구용역 30 2019.05.24 비대상

7 지하시설물 및 굴착공사의 지하수 처리 사례 및 영향 분석 용역 30 2019.06.21 비대상

8 서울시 물수지 분석을 위한 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용역 40 2019.07.02 비대상

(라) 계약심사 및 특정기술 선정심사 절차 미이행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3조 및 제4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 수의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므로 계약심사 대상이고,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특정기술 선정심사위

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특정기술(제품)을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기술연구원에서는 [표 6]와 같이 2019.1월 ~ 2020.6월까지 추진한 7개 사

업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 및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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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사업을 추진토록 일상감사 과정에서 보완되었어야 하나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전에 보완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표 6] 계약심사 및 특정기술 선정심사 미이행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정가격 계약일자 미이행 내역 일상감사
대상여부

1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ArcGIS) 87 2019.08.16 계약심사
특정기술 선정심사

대상
(미실시)

2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
(PLAXIS3D, GeoStudio Standard) 65 2019.08.19 계약심사

특정기술 선정심사

3 교통분석 소프트웨어
(Viswalk size 2) 구매 24 2019.11.27 특정기술 선정심사

4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ArcGIS) 56 2019.12.27 계약심사
특정기술 선정심사

5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_ArcGIS
Extension 25 2020.06.26 특정기술 선정심사

6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_XPSWMM 100 2020.07.15 계약심사
특정기술 선정심사

7 2020년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매_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120 2020.07.16 계약심사

특정기술 선정심사

상기와 같이 일상감사 비대상 사업 36건,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실시 하지 않은

사업 17건,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업 2건 등 계약분야 총 55건은 계약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입찰공고 등을 실시한 사례로서,

현재 기술연구원에서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이 자체감사 수행, 외부감사

지원, 사건・사고 조사, 감사결과 처분, 윤리경영 및 청렴도 향상 등에 관한 업무

를 담당하면서 일상감사 업무를 병행 처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일상감사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술연구원에서는 기관 특성과 감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일상감사가

필요한 대상사업 범위를 정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감사

대상임에도 미실시한 계약사업은 계약부서가 사업부서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정기적으로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감사 미의뢰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계약분야 업무 중 일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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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필요한 대상업무를 검토 및 반영하여 계약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기술연구원장은 계약분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법령에서 규정

한 절차와 방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상감사 실시대상 및

범위 등을 재검토하여 반영하고,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를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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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 및 조사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기술연구원

내 용

서울기술연구원(이하 “기술연구원”이라 한다) 경영관리실 경영기획팀(이하 “경영기획팀”이라 한다)

에서는 ｢감사규정｣ 제17조 및 ‘2019년 감사계획’과 ‘2020년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용역 등 계약분야 3개

업무와 예산관리・채용・안전관리 등 총 9개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업무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감사 실적은 [표 1]과 같다.

[표 1] 일상감사 추진실적
(단위 : 건)

일상감사
대상사업

계 2020. 1월 ∼ 6월까지 2019. 8월 ~ 12월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계 34 9 9 27 5 5 7 4 4

계 약 27 9 9 20 5 5 7 4 4

예 산

채 용 7 7 비대상

안전관리

기 타

기술연구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을 적용 받는 ‘출연기관’에 해당되며, 계약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할 때는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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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작성요령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경비는 여비·유인물비·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하며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

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

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①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

행, ②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③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가 승인한 경우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료하거나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

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기술연구원은 서울형 도시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해 각종 기술정책 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할 목적으로 2018.3.27. 설립되었

고 [표 2]와 같이 2019.1월 ~ 2020.6월까지 추진한 전체 계약업무 159건

중 90건(56.6%)이 조사․기술 개발 및 연구를 외부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용역

이다.

[표 2] 계약분야 업무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A) 공사 물품구매
용역 전체 계약 중

조사·연구용역
비율(B/A)소계 일반용역 조사·연구용역

계 159 7 37 115 25 90 56.6

2019.01.01.∼12.31. 96 4 25 67 14 53 55.2

2020.01.01.∼06.30. 63 3 12 48 11 37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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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술연구원에서는 조사 및 연구 등 위탁형 용역사무가 전체 계약업무 중 절

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위탁형 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경비에 한하여 계상하여야 하고

위탁연구 용역수행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용역 수행과정 감독 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방법

으로 집행하지 않은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에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술연구원에서는 [표 3]의 위탁형 용역 4건이 일상감사 대상사업임에도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전에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

하지 아니하였고, 연번 4는 비목별 기초계산서 없이 원가계산을 하여 계약목적에 필요한

여비, 전산처리비, 재료비의 과다․과소 계상 여부를 알 수 없다.

[표 3] 용역비(경비) 집행관리 미실시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설계금액 계약일자 비목별
기초계산서

일상감사
실시여부

1 웹기반 혁신기술 제안시스템 고도화 및 기술검증 체계운영 170 2019.11.27 작 성 미실시

2 도로변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성분분석 연구 150 2020.05.12 미작성 실 시

3 CCTV 차량인식 기반 배출량 산출 및 불확도 평가 연구 378 2020.06.29 작 성 미실시

4 도시문제 미래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160 2020.07.03 작 성 미실시

그리고, 사업담당자가 용역완료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면서 [표 4]와 같이 계상

된 경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실제 경비 전액을 집행하였는지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지 않는 등 집행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용역비 모두를 지급함으로써 경비를

집행하지 않은 사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하였고,

향후에도 동일하게 위탁용역을 집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 및 연구용역에 대

한 일상감사 시 용역비 원가계산의 적정성과 경비정산 여부에 관하여 사업부서에

대한 사전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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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업별 경비내역

연번 사업명(문서번호)
경비 산출내역

항목 단위 수량 금액(천원) 비고

1 CCTV 차량인식기반 배출량 산출
및 불확도 평가연구

계 228,550
유인물비 부 41 1,496 ∘8절 16,297원, ∘10절 12,872원
임차료 식 1 226,284 ∘산출내역 없음
회의비 회 5 770 ∘참석수당 150천원, ∘음료식대 100천원

2 도시문제 미래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계 25,512
여비 회 70 4,900 ∘운임 30천원, ∘일비 20천원, ∘식비 20천원
유인물비 부 239 2,732 ∘8절 15,370원, ∘10절 12,150원
전산처리비 부(개) 46 1,980 ∘산출내역 있음
회의비 회 3 900 ∘음료식대 30천원
조사비 회 15 15,000 ∘산출내역 없음

3 웹기반 혁신기술 제안시스템 고도
화 및 기술검증체계 운영

계 67,048
여비 회 20 2,000 ∘100천원/인·일·회
유인물비 부 50 3,000 ∘산출내역 없음
전산처리비 box(개) 4 1,048 ∘산출내역 없음
교통통신비 회 50 1,000 ∘산출내역 없음
시상금 회 1 60,000 ∘산출내역 없음

4 도로변 대기오염물질 측정과 성분
분석 연구

계 91,325

∘비목별 기초산출계산서 없음

여비 식 1 22,050
유인물비 식 1 620
전산처리비 식 1 37,800
재료비 식 1 21,715
회의비 식 1 4,500
교통통신비 식 1 640
임차비 식 1 4,000

관계기관 의견

기술연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조사 및 연구용역에 대하여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내용에 대하여 계약예규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일상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조사 및 연구용역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출

및 사업비 집행증빙자료 관리가 계약예규에 부합하게 처리되도록 일상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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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공사 제경비 비율 등 적용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미흡

관 계 기 관 서울기술연구원

내 용

  서울기술연구원(이하 “기술연구원”이라 한다) 경영관리실 경영기획팀(이하 “경영기획팀”이라 한다)에서

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주요 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

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연구원 설립 후 [표 1]과 같이

2019.8월부터 2020.6월까지 34개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9개

사업에 대해 시정·보완·검토하도록 일상감사 의견을 제시(의견제시율 26.5%)하였다.

[표 1] 일상감사 추진실적
(단위 : 건)

일상감사
대상사업

계 2020. 1월 ∼ 6월까지 2019. 8월 ~ 12월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실시건수 의견제시 반영

계 34 9 9 27 5 5 7 4 4

계 약 27 9 9 20 5 5 7 4 4

예 산

채 용 7 7 비대상

안전관리

기 타

기술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

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전액 출자

하여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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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

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연구원에서 수립한 방침인 ‘2019년 감사계획’에 의하면 일상감사의

업무 범위로서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도

록 되어있고, ‘2020년 자체감사계획’에 의하면, 일상감사의 업무범위로 사업내용

의 합법성 및 타당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기술연구원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때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을 적정하게 산출한 다음에 계약을 발주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계약심사 기구가 없는 기술연구원에서는 일상감사를 담당하는 담당자

또는 계약 담당자가 해당 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간접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 등이 원가계산 간접

비 제비율 적용기준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 및 확인하고 과소․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9.7.29. 계약을 체결한 서울기술연구원 내부공사(계약금액 14,351천

원)와 2019.8.6. 계약한 서울기술혁신센터 민원응대공간 조성공사(계약금액

18,364천원)를 발주하면서 산재·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 제경비 비율을 기준과 다르게 반영하여 [표 2]와 같이 과다 계상(1,906,101원)

하거나 과소 계상(440,662원) 되었음에도 일상감사 과정에서도 보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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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공사비 과다·과소 반영내역
(단위 : %, 원)

비목 공사원가 산출기준

서울기술혁신센터 민원응대공간 조성공사
(일상감사 실시전 발주)

서울기술연구원 내부공사
(일상감사 실시전 발주)

공사비 착오산출 적정산출 공사비 착오산출 적정산출

적용
비율 금액 금액 과다·과소

반영금액
적용
비율 금액 금액 과다·과소

반영금액

계 4,306,643 2,400,542 1,906,101 2,039,612 2,480,274 △440,662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7.9 2.00 114,024 450,394 △336,370 2.00 128,370 507,061 △378,691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3.75 4.50 261,685 230,684 31,001 3.30 211,811 240,693 △28,882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0.87 0.67 38,962 53,518 △14,556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23 3.12 177,877 184,148 △6,271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5.5 9.00 1,036,478 668,697 367,781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의 6 20.00 2,677,617 813,101 1,864,516 5.00 567,364 641,170 △73,806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10.00 1,132,067 1,091,350 40,717

관계기관 의견

기술연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차후 일상감사 과정에서 제경비 비율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이를 철저하게 적용하여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일상감사 시행 시 산재·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간접

노무비·일반관리비 등 제경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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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시공에 대한 일상감사 철저 필요

관 계 기 관 서울기술연구원

내 용

서울기술연구원(이하 “기술연구원”이라 한다) 경영관리실에서는 2019.6.7. A기업과

계약금액 15,180,000원에 사무공간 추가조성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6.14.까지 공사를 시행한 후 2019.6.17. ~ 6.19.까지 준공검사를 실시

하고 2019.6.21.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 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으

로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총무회계팀에서는 해당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계약

상대자가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 후 검토한 다음 발주하였

어야 했다.

그런데, 사무공간 추가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여부

를 확인하지 않고 무면허 건설업체인 A기업(대표 홍길동)과 2019.6.7. 수의계

약을 체결하여 2019.6.14.공사를 준공하였다.

해당 공사가 일상감사 제도운영 이전에 이루어진 공사이나, 공사의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사 시공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사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법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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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기술연구원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차후 공사 계약 시 계약상대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자격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기술연구원 원장은 향후 공사계약 일상감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공사 시공자격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