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시의회에서 현재(2016.5.4.)까지 위반자에 대해 조치한 내용과 
    재방방지 대책
    (일시, 환수금액이 포함된 내용의 공개)

  ○ . 위반사항 관련 교육하여 재발방지 대책

       - 의장단 2회
         · 1차 : 2016. 1. 5. 09:30 의장실
         · 2차 : 2016. 3. 8. 09:20 의장실
     
       - 의원 및 직원 교육 2회
         ·1차 : 2016. 1. 5 10:00 대회의실
         ·2차 : 2016. 3. 8 10:00 대회의실

   ○ 환수조치 
      - 업무추진비 환수 내역(2건)
        ·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클린카드 부적절 사용   
          209,000원 

□. 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내용

①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 클린카드 사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한   
       경우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교육 및 사용자제 요청과 경고 후 170,000원을 환수 하였음

②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시간에 클린카드 사용

   ◦ 클린카드 제도 취지에 부적합한 심야시간 23시를 넘겨 사용한 것이나, 정당한 목적의 사용으로
     금번에 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교육 및 심야시간대(23시 이후) 사용 자제와 주의
      조치 하였음

 ③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요일(토, 일) 클린카드 사용

 ◦ 클린카드 제도 취지에 부적합한 휴일(토, 일요일)에 사용한 것이나 정당한 목적의 사용으로    
   금번에 한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교육 및 휴일(토, 일요일) 사용 자제와 주의 조치        
    하였음



  ④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단순 의원간 모임, 격려를 목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범위를 벗어난 의원 자녀 수능시험 격려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교육 및 사용자제 요청과 경고 후 39,000원 환수 조치 하였음

   ⑤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위반

   ◦ 관행적으로 사용해오던 부의장 관용차량 사용에 대하여 교육 등을 통하여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1항 별표 1의 규정을 준수토록 주의 하였음

   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 본 건은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원 공무여행 시  
    그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한 사항이며,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2조(적용범위)
     3항 규정에 의한 초청에 의한 국외 공무여행임.   
  ◦ 우리시와 코타키나발루시와의 자매결연 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상호 원활한 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임을 감안하여 동 규칙 제4조 제4항 규정 기타 용인시의회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 국외여행 규정을 근거로 1일은 비행시간, 1일은 관광 인프라 벤치마킹을      
     추진한 것으로,
  ◦ 향후 공무국외여행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  
     토록 교육 및 추진계획 수립시 반영 의무화 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