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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규정은–  

 

o 유엔사 (UNC) 및 주한미군 (USFK) 내의 참모 부서에 재산 관리책임 정책 및 통제를 
규정한다. 

 

o 미 (US) 정부 소유 재산의 관리 및 관리책임과 관련된 책임을 구축한다. 
 

변경사항 요약.  본 문건은 –  

 

o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에 재산 관리 구조를 기술한다 (제 2 장). 
 

o 재산 책임 및 기록 책임 (Accountability) 과 보유 책임 (Responsibility) 의 관계를 
변경한다. 

 

o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내에서의 재산 관리책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절차를 제공한다 
(제 3 장). 

 

o 재산 관리책임의 공개 및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FLIPL) 기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제 3 장, 3-6 항). 
 

적용.  본 규정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참모에 예속 및/혹은 배속된 모든 미측, 대한민국 육군 
(ROKA) 및 외국 국적 인원에게 적용된다. 
 

보충.  예하 사령부는 주한미군 사령부 (HQ), (FKJ4) 의 승인 없이 본 규정을 보충하지 않는다. 
 

양식.  주한미군 양식은 http://www.usfk.mil 에 있다. 

 

기록 관리.  본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생성된 기록물은 미 육군 규정 25-400-2 에 의거하여 
식별, 유지 및 폐기되어야 한다.  기록물 제목 및 설명은 미육군 기록 정보 관리 시스템(ARIMS) 
https://www.arims.army.mil 및 주한미군 규정 923.1, 별지 H~K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선 방안 제안.  본 규정은 주한미군 사령부, (FKJ4)에서 작성하였다.  본 규정에 대한 개선안은 미 
육군성 양식 2028 (간행물 및 공백 양식 수정건의) 에 기재하여 주한미군 사령부, (FKJ4-IP), 
부대번호 #15237, 군우 96271-5327 로 제출하도록 한다. 
 

배급.  전자 매체 한정 (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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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요 
 
1-1.  목적 
본 규정은 필요할 때에 미 정부 소유의 재산 보호 및 재산 손실의 조사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설립한다. 
 
1-2.  참고 문헌 
필요 및 관련된 출판물은 별지 A에 나열되어 있다. 
 
1-3.  약어 설명 
본 규정에 사용된 약어는 용어 해설집에 설명되어 있다. 
 
1-4.  적용 
본 규정은 유엔사 (UNC), 연합사 (CFC), 및 주한미군 (USFK) 에 배치된 그리고/혹은 소속된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1-5.  사령관의 의도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참모 부서 내의 사용을 위해 제공된 모든 미국 정부 재산이 적정히 책임 
지어지며 분실, 손상, 파괴 혹은 도난 (LDDT) 이 신속하게 조사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1-6.  총괄 조항 
 

a.  미 육군 정책 및 절차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참모 재산 기록 책임 (Accountability) 을 
따른다. 

 
b.  모든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의 조직적, 그리고 장치적 재산은 적합한 재산 대장에 

계산되며 주한미군 지원중대 (USC)에 의해 관리되지만 미 8군 본부대대 (HHB 8A) 재산 대장 
관리소에 의해 통제된다.   

 
c.  모든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FLIPL) 그리고/혹은 미 육군 규정(AR) 15-6 재산 손실에 

대한 조사는 유엔사를 통해 처리될 것이다.  
 
d.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혹은 미 육군 규정 15-6 절차 하의 모든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재산 손실 조사의 결과와 권고사항은 손실 가치에 기반하여 주한 미 육군 지원반장 (AEC) 및 주한 
미 육군 지원처장 (AEDC) 에 의해 승인된다. 
 

 

제 2 장 
책임 및 사령부 보급 규율 프로그램 
 
2-1.  책임   
 

a.  주한미군 참모장 (COS) 은 유엔사, 연합사 및 주한미군 참모부 내의 보급 및 미 장비를 
보호하고 적절히 처분할 총체적 권한을 수행하며 본 규정에 규정된 정책 및 절차의 준수를 
보장한다. 주한미군 참모장은 작전지역 내의 일차 영수증 보유자의 감독 책임으로 부서장을 
임명할 수 있다. 주한미군 참모장은 부서장의 임명을 부참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감독 
책임은 직책 고유의 것이므로 위임될 수 없다. 

 
b.  주한 미 육군 지원반장 (AEC) 은 최종 손실 $100,000 혹은 초과, 혹은 미만의 통제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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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을 평가하는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및 미 육군 규정 15-6 조사의 인가 권한자이다. 
 
c.  부참모장 (DCOS) 은 모든 세부 재산 대장 정책 및 절차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조직 및 부대 재산에 대한 감독적인 관리를 실행한다. 
 
 (1)  적절한 지침 및 지시를 제공하여 참모장이 정기적으로 재산 보유 책임 

(Responsibility) 과 기록 책임 (Accountability) 에 대해 조언을 받도록 한다. 
 
 (2)  공개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의 현재 상태를 추적하고 할당된 기간 내에 완료를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 지원중대장 혹은 보좌관 (XO) 에게 격주로 공개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추적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한다. 

 
 (3)  선임 참모에게 격주로 합동 본부 내에서의 재산 관리책임 사안에 대한 변경사항 및 

상태를 제공한다. 
 
 (4)  모든 보안, 안전 및 대장 요건을 실행한다. 
 
 (5)  정부 소유 재산의 적절한 주의와 사용을 촉진하고 보장할 부서장의 감독 상태를 

유지한다. 
 
d.  주한미군 미 육군 지원처장 (AEDC) 은 –  
 
 (1)  통제 품목을 배재하기 위해 $100,000 미만의 식별된 가치의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에 대한 지명 및 인가 권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100,000 초과의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및 미 육군 규정 15-6 조사에 대한 지명 

권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적절한 지침 및 지시를 제공하여 참모장이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책임 및 책임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도록 한다. 

 
 (4)  공개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의 현재 상태를 추적하고 할당된 기간 내에 완료를 

보장하기 위해 주한미군 지원중대장에게 주간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추적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한다. 

 
(5)  일차 영수증 보유자 전환 재고 조사 및 월간 보고 연장을 요청하는 권한을 가진다. 

관련 부서/처에 재고 조사를 2차 15일 간 연장 요청할 책임이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 
지원중대장에게 위임될 수 있다. 
  

e.  주한미군 지원중대장 (USC CDR), 은 –  
 
 (1)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재산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2)  적절한 지침 및 지시를 제공하여 참모장이 정기적으로 재산 관리책임 및 책임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도록 한다. 

 
(3)  조사 장교 (IO) 로부터 격주로 상태 변경사항을 받고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추적 

보고서를 적절히 변경해야 한다. 
 

(4)  조사가 처리 기간을 넘겨 지연된 경우 진술서가 책임자에 의해 완료되며 증명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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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것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5) 참모장/부참모장에게 합동 본부 내에서의 재산 관리책임 사안에 대한 변경사항 및 

상태를 격주로 제공한다. 
  

(6)  재고 조사 개시 이전에 초반 도입 보고를 제공하고 재고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 보고를 
받는다. 

 
(7)  주한미군 보급 대리인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을 갖는다. 

 
f.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참모장 (부서장) 은 – 
 

(1)  주한미군 보급 예규에 명시된 정책 및 절차를 고수하며 부서 내 정부 소유 재산의 
안전과 기록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실행한다.   

 
(2)  부서 내에서 재산을 관리 및 통제할 일차 영수증 보유자를 식별한다.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부서장에 의해 서면으로 임명되며 미군 중 상사 이상이거나 미 국방성 (DoD) 민간인 
군무원 중 GS-11 이상의 인원이어야한다. 예외 사항은 부참모장에 의해 승인되어야한다. 

 
(3)  일차 영수증 보유자들이 주한미군 보급 예규 및 미 8 군 사령부 재산 대장 관리소의 

보급 요청 및 재산 관리 책임 절차를 검토, 학습 및 준수하도록 지시한다. 이것은, 한정되지는 
않지만, 미 8 군 사령부 재산 대장 관리 장교가 발행한 자료와 기타 지시를 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일차 영수증 보유자가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 또는 보급 책임부사관 또는 재산 

대장 관리소가 서면으로 모든 지정된 재산이 전환 또는 기록된 사실을 인증할 때까지 지휘계통을 
떠나지 않도록 확인한다. 

 
(5)  영구적이든 임시적이든, 일차 영수증 보유자들이 출타 예정일의 90일 이내에 그들을 

대체할 구체적인 개인이 있는 것을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와 선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 모두 합동 100% 재고 조사를 시행하고 미 8군 본부대대 재산 대장 관리 
장교에게서 받은 워터마크된 표에 서명을 한다. 

 
(6)  개인적으로 사용된 모든 장비에 대해서 일차 영수증 보유자가 부차 영수 재산이 부서 

내의 사용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실히 한다. 공유지에서 사용된 장비는 적정히 보호되며 표준 
양식 (SF) 701, 활동 보안 점검표에 각 날 마감 시 보고한다. 

 
(7)  합동참모 (SJS) 또는 다른 부서 내부의 권위자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 올바른 계급의 

재무 책임 조사 장교 (FLO) 를 지정한다.  재무 책임 조사 장교가 미 육군 팜플렛 735-5, 주한미군 
보급 예규 및 다른 적용 가능한 군 정책에 명시된 모든 필요조건들에 부합한지 확실히 한다.  

 
(8)  일차 영수증 보유자가 출타 이전에 미 8군 본부대대 재산 대장 관리 장교, 지정된 보급 

대표자, 및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 또는 보급 책임부사관에 대한 영수증을 처리하는 것을 
확실히 한다. 일차 영수증에 대한 적정한 처리의 실패는 재산 손실 일차 영수증 보유자 및 
감독관에 대한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의 개시를 초래할 수 있다. 

 
주: 특별참모 영수증은 몇몇 부서의 합동체이다. (서식 2-1 및 별지 A를 확인하기 바람). 

특별참모 영수증에 포함된 각각의 부서는 최종 결정을 내릴 부참모장에게 미 군 내의 상사 이상의 
일차 영수증 보유자 혹은 GS-11 직급 이상의 미 국방성 민간인 군무원의 이름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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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주한미군 군수참모처  
     

(1)  조사 받는 인원이 대령보다 높은 계급을 요하거나 달러 양이 $100,000 이상이 
아니라면 주한미군 군수참모처는 모든 권한 및 책임을 대령급에게 위임한다. 

     
(2)  군수참모처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장교는, 증거를 포함하기 위해, 미 육군 규정 735-5 

및 미 육군 팜플렛 735-5에 근거하여 적절한 양식인지 확실히 하며 임명/승인 권한자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장교의 승인과 함께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자료를 검토한다. 

 
h.  합동참모 (SJS) 는 합동 및 특별 참모처에 할당된 직무의 온전한 투명성과 가시성을 

사령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일차 책임 부서 (OPR) 를 대신하여 직무 관리 도구 (TMT) 내의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직무를 개시한다.  

 
i.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 (XO) / 보급책임부사관은 재산 관리책임 사안을 위해 지침 및 

감독을 제공하고 주한미군 지원중대 내의 보급인원이 보급 관련된 직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모든 부서에 접근 가능하도록 확실히한다. 

 
 (1)  주한미군 영수증 보유자가 개시한 모든 초안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양식 200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문서를 검토한다. 
 

(2)  분실, 손상, 파괴 혹은 도난 (LDDT) 가 조사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조사장교가 임명됨을 확인 요구하는 직무 관리 도구 작업을 개시한다. 

 
 (3)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또는 미 육군 규정 15-6 재정 책임 수사관의 임명 각서를 

준비하고 서명을 위해 임명 권한자에게 제출한다. 주한미군 법무참모실 (SJA) 에 임명 각서 준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임명 각서는 수사관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한 미군 법무참모실 
변호사에게 법률 설명을 받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4)  모든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를 위한 파일을 유지하고 조사/연구 번호를 할당한다. 
 

(5)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또는 미 육군 규정 15-6 재정 책임 수사관에게 
수사관으로서의 구체적인 임무 및 책임을 설명한다. 

  
 (6)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또는 미 육군 규정 15-6 진행과정을 감독하고 주한미군 

부참모장 및 주한 미 육군 지원처장에게 모든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또는 미 육군 규정 15-6 
조사에 대한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추적 보고서를 제공한다.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추적 
보고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지만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a)  연구/조사 번호. 
 
(b)  문서 번호. 
 
(c)  개시자. 
 
(d)  분실 발견일. 
 
(e)  개시일. 
 
(f)   인가 권한자의 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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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처리 소요 기간 일수. 
 
(h)  실손실액, 청구액 및 정부에 대한 손실액. 
 
(I)   수집, 반증 또는 항소 상태. 
 
(j)   재정 책임 수사관의 성명, 부서 및 전화번호. 

 
 (7)  필요시 주한미군 법무참모실에게 법률상의 검토를 받는다.   
 

(8)  재정 책임이 조사 되었을 때, 지원 재정 사무소를 통하여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또는 미 육군 규정 15-6 을 시행한다. 

 
(9)  그/그녀의 작전 지역 밖의 재산에 대해서 부차 영수증 보유자가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지원중대) 
 

(10)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의 사령부 보급 규율 프로그램 (CSDP) 감독자로 임명되고 
사령부 보급 규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1)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 대한 반기별 조사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12)  정확성 및 재산 대장 장교에 적시 자료 제출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일차 영수증 

보유자의 일차 영수증 보유자 교체 자료에 대한 품질 확인 (QA)/품질 통제 (QC)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13)  모든 군수지원 보고 필요사항이 충족되며 매달 보고가 각 달의 25일 및/혹은 유예된 

만료 일자에 제출되는 것을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 
 

    (14)  군수지원 및 재산 대장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미 8군 본부대대 재산 대장 장교와 
주한미군 사이에 연락을 취한다. 

 
    (15)  위험 물질 관리 프로그램(HMMP)을 시행하며 적정한 취급, 보관, 사용, 배치 및 보고 

필요사항에 대한 지시를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물질 안전성 수치 보고서 (MSDS)를 얻는 데에 
지원할 책임이 있다. 
 

(16)  부대 보급 전문가로 수행하는 인원에게 사령부 보급 규율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17)  일차 영수증 보유자 교체를 겪은 일차 영수증 보유자와 주간 후속조치를 시행하며 

필요한 지도 및 보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j.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일차 영수증 보유자 (PHRH) 는- 
 

(1)  부서의 참모가 서면 상으로 임명한다. 
 
(2)  재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지원중대 중대장 혹은 위임된 경우 보좌관 및 재산 대장 관리 

장교로부터 브리핑을 받는다. 
 
(3)  일차 영수증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기록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재산에 대한 충분한 

통제를 확립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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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차 영수증 보유자로서, 미 육군 규정 735-5, 2-8 항과 본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부주의 및/혹은 의무와 책임을 고수하는 것을 실패함으로써 사용자의 보호 하에 있는 재산이 분실, 
손상, 훼손 및/혹은 도난될 경우 행정 및 재정적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인지한다. 

 
(5)  직접 책임을 맡기 이전에 일차 영수증에 목록화된 모든 재산에 대한 100% 합동 재고 

조사를 실시한다.  유지 보수 중인 재산은 유효한 유지 보수 요청을 하고 지원 유지 보수 시설의 
인증으로 검증 받는다.  교환 및/혹은 반환된 재산의 경우 목록화하지 않고 조정을 위해 즉시 미 
8군 본부대대 재산 대장 관리 장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주:  누구도 일차 영수증 보유자가 
적정한 재고 조사를 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다.  재고 조사는 일차 영수증 보유자의 고유한 
책임이고 이것을 실패한다면, 행정적 또는 금전적 책임을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6)  분실, 손상, 혹은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기탁된 정부 재산을 보장, 주의 및 

보호한다.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한 적합한 보안 수준을 판단하는 것과 적절한 절차를 계발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7)  사적인 혹은 인가되지 않은 목적을 위한 정부 재산의 사용은 금지된다. 
 
 (8)  판매, 양도, 인가되지 않은 대부, 교환; 혹은 다른 부적절한 정부 재산의 처리는 

불법이고 군인복무 규율 혹은 미 연방 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9)  미리 준비된 보급/수령 서류로 분실했거나 분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재산을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행동은 공식 서류의 위조로 여겨진다. 
 

(10)  부차 영수증 재산은 미군 인원, 미 국방성 민간인 군무원 (현지 국민 포함), 혹은 미 
국방성과 정부 지급 물품 (GFM) 을 규정하는 법적인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계약 근로자들에게 
제공된다.  장비가 해외 인원에게 보급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국제적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면 
재산은 군 또는 민간 근로자들에게 부차 영수되지 않는다.  만약 장비가 비 미국 통일체 소속의 
시설에 위치해 있다면, 그 장비는 해당 시설에 출입 권한이 있고 그리고/혹은 재산에 긍정적인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능력을 가진 미국 요원에게 부차 영수되어야만 한다. 

 
(11)  사전의 승인 없이 다른 활동, 부서, 또는 부대에 재산을 빌려주는 것은 금지된다. 작업 

부서 외부로 재산을 빌려줄 때는 부서장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를 위해 보급 
영수증 복사본을 제공한다.  임시 영수증을 위해 미 육군 양식 2062 혹은 미 육군 양식 3161을 
사용한다.  영수증은 연락처 이름, 부대, 이메일 주소, 전화 번호, 출타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매 분기별로 갱신한다. 

 
(12)  분실, 파손, 혹은 파괴된 정부 재산에 경우,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의 개시를 위해 

즉각적으로 부서장 및 보급 대표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책임 장교로서 미 국방성 양식 200 200 
12번 칸에 서명한다. 

 
(13)  분실 기간 동안 책임자가 임시 영수증 보유자 (HRH) 로 임명되고, 협동 재고 조사가 

출타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30일 이상 기간의 분실 상황을 부서장에 보고한다. 
 

 (14)  전입 통보를 받은 상황 (즉, 전출, 전역 등) 에는, 출타 이전에 영수증의 정리를 위해서 
보급 인원과 접촉해야 한다.  현재 일차 영수증 보유자와 후임의 일차 영수증 보유자 사이에 
반드시 100% 합동 물리적 재고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정리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모든 
편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15)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항상 재산을 안전하게 하고 비보호 구역 및/혹은 공유 



7 
UNC/CFC/USFK REG 735-5, 7 December 2018  

지역에 방치된 재산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16)  지정된 보급 대표자를 통해 장비의 반환을 조정한다.  물품이 교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는 처리 과정을 위해 데이터판의 사진과 수반되어 보급소에 제출된다.  파손된 
재산은 가능한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를 위한 진술서가 요구된다. 

 
(17)  계약 혹은 군 각 부처간 구매요청 (MIPR) 을 통해 수령한 품목을 포함하여, 정부 구매 

카드 (GPC) 로 구매, 부대 내 습득 (FOI), 혹은 미 8군 본부대대 재산 대장 관리 장교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생성된 재산이 미 국방성 양식 250 상의 영수증에 24시간 내에 추가된 것을 
확인한다. 부대 내 습득 재산은 미 육군 양식 2765-1 을 통해 완료한다. 

 
(18)  모든 요구되는 재고 조사, 조정 그리고 월간 보고 요건을 매달 25일 이전 그리고/혹은 

미 8군 본부대대 재산 대장 관리 장교로부터 유예된 만료 일자 내에 완료한다.  지연 보고는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과 보급 책임부사관 및 직속 상관에게 전송된다. 

 
(19)  미 육군 규정 710-2, 혹은 미 8군 본부대대 재산 대장 관리 장교 혹은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일차 영수증 보유자의 책임 전환 과정에 영수증에 적힌 재산의 100%를 물리적으로 
재고조사한다. 

 
  (20)  일차 영수증 보유자 전환 간,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a)  완제품의 구성 요소를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재고 조사하고, 영수증에 서명하기 
전에 일련번호를 확인한다. 

 
(b)  선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와 함께 재고 조사를 합동적으로 전개한다. 
 
(c)  부품 영수증과, 만약 있다면, 부족한 부속 서류들을 확인한다. 
 
(d)  부차 영수증 보유자가 재산을 가지는 것에 여전히 권한이 있는지, 그/그녀가 

재산을 안전히 보호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최근의 재고 상황을 그 혹은 그녀로부터 
얻는다. 

 
(e)  주한미군 지원중대장 혹은 위임된 경우 보좌관에게 재고 조사 상의 발견 및 재산 

손실 책임 조사의 편차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한다. 
 

k.  군 요원, 미 국방성 민간인, 한국 국적 근무자, 그리고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에 배치된 미국 
국적 계약자 는 – 
 

(1)  요구되는 대로,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 의해 보급된 재산을 위한 부차 영수증에 
서명한다. 
 

(2)  지정된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게 분실, 손상, 혹은 
파괴된 재산에 대해 즉각 보고한다. 

 
(3)  본인의 보호에 있는 재산의 분실, 손상, 혹은 파괴에 대해서 행정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 
 
(4)  재고 관리, 조사 및 다른 재산 책임 사건 동안 일차 영수증 보유자 그리고 재정 부채 

장교와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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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 부채 장교로 분실, 손상, 혹은 파괴된 재산에 따른 재정적 채무를 결정하는 
임무를 부여받을 때,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급 대리인 및 미 8군 본부대대 재산 대장 관리소 지침 
및 절차들을 준수한다. 

 

 

l.  USC 보급 대리인 은 –  

 

(1)  기구에 위임/요구된 모든 종류의 재산의 정확한 기록을 포함한, 모든 재산과 장비의 
회계가 미 육군 팜플렛 710-2-1 및 미 육군 규정 25-400-2에 따라 설립되고 유지되는지 확실히 
한다. 

  

 (2)  미 육군 팜플렛 710-2-1, 5 장에 따라 모든 재산 대장 품목들과 내구 품목들의 영수증 
설립과 유지에 책임을 가진다. 

  

 (3)  재산 대장 장교와 함께 소비 불가능한 부품의 부족을 포함한 분배 및 승인표 (TDA) 에 
위임된 모든 장비가 보유되고 주문 중에 있는지 확인한다. 

  

 (4)  재산 대장 관리 장교와 함께 모든 과다한 장비가 확인되고 처리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이것은 부서장과 함께 과다 품목의 보유를 확인하고 변호 서한을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5)  모든 일회용 및 내구적인 결함이 결함 부록을 위해 적정히 회계 되었는지, 그리고 일차 
영수증 보유자가 이니셜과 날짜를 기록함으로써 확인했는지 확실히 한다. 

  

 (6)  재산 대장 장교에게 위임 받은대로 적절한 서류 기록을 유지하고 일회용 및 내구적인 
부품의 결핍이 주문중에 있는지 확인한다.   

  

(7)  일차 영수증 보유자를 보좌하여 모든 민감한, 주기적인, 그리고 세트, 장비, 의복 (SKO) 
재고 조사가 기준에 맞고 시간에 맞춰 완료되는 것을 확실히 한다.   

      

 (8)  재고 조사 동안 부서장과 영수증 보유자를 보좌하고 지침을 제공한다.   
 

(9)  재산 대장 조정을 위해 모든 조정 작업을 개시하고 제출한다. 
 

(10)  일차 영수증 보유자를 대신하여 과다 보급품과 장비를 보급, 수령, 및/혹은 반환한다. 
 

(11)  보급 대리인은 미 육군 규정 735-5, 2-8a 항 (4) 에 요약된 대로 부주의 및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고수하는 것을 실패한 결과로서 일차 영수증 보유자의 보호 아래 있는 재산의 분실, 
손상, 그리고/혹은 파괴된 것에 대한 행정적 그리고 금전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지한다. 

 

(12)  그/그녀의 작전 지역 밖의 재산에 대한 부차 영수증 보유자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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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유엔사/주한미군 재산 관리 구조 

 

 

2-2.  사령부 보급 규율 프로그램 (CSDP) 

 

a.  유엔사/연합군사령부/주한미군은 육군규정 710-2, 별지 B 및 육군규정 735-5, 11장에 
요약된대로 사령부 보급 규율 프로그램을 만든다.  각 부대가 각자 사령부 보급 규율 프로그램 
평가를 받으면, 평가 결과는 부대의 보급 규율의 필요조건을 표준화 및 영수증을 검토하는 
행위에서 소비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보급 업무와 재산 책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에 
사용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령부 보급 규율 프로그램은:   
   

(1)  미 육군 보급 정책과 절차의 준수를 확인한다. 
 

(2)  설립된 미 육군 보급 정책과 절차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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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휘 체계 내부에서 적시에 수정 작업이 가능하도록 보급 문제를 확인한다. 
 

(4)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서 계급 체계를 평가함으로써 후속의 절차들을 형식화한다.   
  

b.  보급 규율의 집행. 보급 규율의 강화는 리더쉽, 지휘관의 강조, 훈련, 행정적 수단 및 규율적 
수단의 조합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1)  행정적 수단. 미 육군 규정 735-5, 12-1 항은 분실, 손상, 혹은 파괴된 재산에 대한 
손해 계산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제시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산 책임에 대한 경감을 
위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보급 책임에 방향성이 맞춰져 있으며, 수정적 혹은 
규율적 행위로써 사용될 것을 의도하지는 않는다.  재무적 책임의 평가는 오로지 미국 정부의 
손실의 정도를 행정적으로 벌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2)  규율적 수단.  사령관/참모장은 군사적 규율이 보급 규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지한다.  사령관/참모장은 사용가능한 몇 가지 장치가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저지 및 수정적 
행위로 작용한다.  규율적 수단은 징계, 비효율성 보고, 그리고 군인복무규율 (UCMJ) 작용을 
포함한다. 
 

c.  비재무적 책임 사건에 대한 대응.  행정 및 규율적 수단의 사용은 재무적 책임으로 규정된 
기준이 포함된 경우에만 제한될 필요가 없다.  재무적 책임이 없는 상황이라도, 그에 관한 상황이 
작전이나 부하의 행위를 적절히 감독하는 데에 실패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지휘 조치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혹은 그녀의 실수, 무관심, 또는 비효율성 때문에 재고품이 $ 10,000 
부족하다는게 사령관 검열을 통해 밝혀진 보급부사관에게 강력한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조사에서 불충분한 지휘적 감독 (물품 목록 확인 및 관리 실패, 점검 
실패 등) 이 밝혀진다면, 지휘 체계 내부의 감독관 및/혹은 사령관에게도 비슷한 조치가 적절할 수 
있다.  이것이 일어난다면, 사령부는 적절한 행정적 혹은 규율적 행위를 시행할 것이다. 

 

d.  보급 규율 및 관리 통제에 대한 확인. 보급 규율을 확실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급 
작업에 대해 사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행동하는 것이다.  보급 규율은 저절로 강조 되지 
않는다.  규율의 집행 및 규율의 준수는 지속적인 지휘관의 강조를 필요로 한다.  보급 규율을 
효과적으로 주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령관과 감독관들은 사령부 보급 규율 프로그램 절차들을 
고수하고 일상적으로 모든 부하들에게 보급 규율 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예컨대, 영수증 절차 및 
재고 관리법.  각각의 감독관은 활발히 참여해야 하고 사령관의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영수증 
보유자가 보급 규율과 절차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개선시켜줄 모든 보급 규율 교육에 참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e.  용어. 
 

(1)  감독 인원. 미 육군을 위한 혹은 내부의 보급 작업에 포함된, 책임의 위치에 있는 모든 
인원들. 이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그리고 민간인에 적용된다. 
 

(2)  보급 절약.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한 양의 적정한 물품이 사용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 육군 보급을 취급하는 모든 인원에 의한 물품의 절약. "자원의 관리"라는 용어는 
"보급 절약"과 동의어이다. 
 

(3)  보급 규율. 보급 절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미 육군 규정 준수. 보급 
규율은 보급 기금의 사용과 보급 작업의 모든 기능과 단계 (계약자부터 국가 및 소매단계를 거쳐, 
사용자까지) 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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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령부 보급 규율 프로그램. 4 중의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을 제언한다— 

 

(a)  본인의 작업에 보급 규율이 주입되도록 하는 사령관과 감독 인원의 책임. 
 

(b)  보급 규율 평가를 위한 지도. 
 

(c)  보급 정책 개선을 위한 지휘 및 전문적 경로들을 통한 피드백. 
 

(d)  보급 규율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하는 후속 조치. 
 

(5)  반복 탐색.  이전의 조사에서 알려진 미준수와 설립된 처리 기간을 넘어서 미해결된 
미준수의 편차. 
 

 (6)  필요 요건의 목록화.  책임의 단계와 기능에 의해 구성된, 단일 근원 목록으로 기존 
규정의 필요 요건들을 편집. 
 

2-3.  재산 책임 

책임이란 자신의 소유, 명령, 혹은 감시 하에 기탁된 정부의 재산과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관리되고 있으며, 그리고 적절한 방호, 보관 및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 개인의 의무이다. 
 

a.  다섯 종류의 책임이 있으며 각 책임은 지휘 단계를 기반으로 설립된 각각의 관계가 있다.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휘관의 책임.  지휘관은 자신의 지휘 하의 모든 정부 재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적절한 관리, 보관, 그리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지휘관의 책임은 지휘관 고유의 것이며 양도될 수 없다. 

 

(2)  감독의 책임.  감독관은 자신의 부속 기관에 보급되고 사용되는 모든 정부 재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적절한 관리, 보관, 그리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모든 감독직에 고유하며 서명된 영수증이나 책임 성명서에 의해 대표되지 
않고, 양도될 수 없다. 

 

(3)  직접적 책임.  개인은 자신이 수령한 모든 정부 재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그리고 적절한 방호, 보관 및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직접 책임은 
책임 장교로의 임명, 정식으로 작성된 위임장 수령, 책임 장교로부터 영수증에 기록된 재산의 
수령하면 부여된다.  각개 분배 및 허용량 표 적용 사령관이나 지도자들은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가질 개인들을 정하고 책임을 부여한다. 

 

(4)  방호의 책임.  개인은 창고에 있는, 보급 대기중인, 혹은 반납된 재산에 대하여 합당한 
행동과 세심한 조치를 통해 적절히 관리되고 적절한 방호, 보관 및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실히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관리의 책임은 보급부사관, 보급 관리인, 보급계원, 창고 관리인으로의 
임명을 받으면 생기고, 재산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가진 책임 장교 혹은 개인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고, 평가된다. 

 

(5)  개인적 책임.  개인은 영수증의 유무와 상관 없이 개인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보급, 
취득, 혹은 변환된 모든 정부 재산을 합당한 행동과 세심한 조치를 통해 적절히 사용, 관리, 보관 
및 처리할 의무가 있다. 

 

b.  책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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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휘 및 감독의 책임은 지휘 체계에서의 재산의 위치에 의거한다.  이 책임은 직무 혹은 
지위의 일부분이며 지휘 및 감독의 책임을 지면서 발생한다.  이 책임은 양도될 수 없다. 

 

(2)  직접적 책임은 본인의 관리 하에 있지만, 필연적으로 본인의 소유가 아니거나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재산에 대한 보급 체계 내부의 개인에게 주어진 정식으로 할당된 재산 
책임이다.   

 

 (3)  개인적 책임은 재산에 대한 물리적 소유를 항시 동반해야 한다. 
 

c.  기록 책임 (Accountability) 과 보유 책임 (Responsibility) 의 관계.   

 

(1)  기록 책임 (Accountability) 은 재산에 대해 정식적으로 규정된 재산 및 매매 대장을 
간수하는 것 혹은 매매에 대한 계산과 관련있다.  특정 개인에게 공식적으로 할당된 의무로서 
양도할 수 없다.   

 

(2)  보유 책임 (Responsibility) 는 정부 재산에 대한 주의, 방호, 보관 및 처리와 관련있다. 
보유 책임 (Responsibility) 의 세부적인 유형은 개인과 재산의 관계에 의거한다.  기록 책임 
(Accountability) 과 다섯 가지 유형의 보유 책임 (Responsibility) 는 별개의 의무이다.  그것들은 
별개의 이유로 부여된 것이다. 

 

 (3)  기록 책임 (Accountability) 과 각 유형의 보유 책임 (Responsibility) 는 세부적인 
직무를 수반한다.    

 

(4)  어떠한 개인이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불이행이 
정부의 손실에 근사한 원인이라면 금전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2-4.  필수 훈련 

 

a.  모든 신규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주한미군 지원중대장 혹은 위임된 경우 보좌관 및 재산 
대장 관리 장교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것이고 재산 대장 관리 장교로부터 영수증 보유자의 책임과 
절차에 대한 브리핑 자료를 검토 받을 것이다. 

 

b.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주한미군 보급 예규를 검토한다. 
 

 

제 3 장 
재산 기록 책임 절차 
 
3-1.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CPHRH) 절차 
 

a.  목적.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재고 조사 관리 상의 행정 절차와 요건을 확립하고 
실행하기 위함.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재고 조사는 부서 재무 책임의 필수적인 기준점을 
구성한다.  이것은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게 시작점으로 작용하고 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와 
모든 적절한 부차 영수증 보유자가 한 수행에 대한 지침이 되는 수단이다.  합동 재고조사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 반드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미 육군 규정 710-2, 표 2-2는 30 일의 
기간을 제공한다.  미 육군 지원처장, 부참모장 또는 위임된 경우 주한미군 지원중대장은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게 기간 연장을 인가할 수 있다.  요청은 수기로 작성되어야 하며 연장될 일 
수와 연장의 정황을 명시해야 한다.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두 회에 걸쳐서 각 15일 간 기간 연장을 
인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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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책임.   
 

(1)  재산 대장 관리 장교.  재산 대장 관리 장교는 재고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 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 및 지명된 보급 대리인에게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에 
대한 브리핑을 제공한다.  이 브리핑은 재고 조사가 착수된 이후에 실행되지 않는다.  재산 대장 
관리 장교는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재고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책임을 다루는 구체적인 
브리핑과 아래 명시된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한다: 

 

(a)  영수증과 중요 물품 목록의 최신 복사본. 
     

(b)  가능할 경우, 재산 대장 관리 장교가 승인한 비소모성 부족 물품 부록. 
 

(c)  자본 달러 가치 목록. 
  

(d)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묶음 점검표와 견본. 
  

(2)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  영수증 보유자 변경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를 위해 미 
육군 팜플렛 710-2-1, 9-3 항을 참고한다.  모든 재산이 사용자 수준에서 관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산 대장 관리 장교로부터 받은 최신 부대 영수증과 최신 부차 영수증의 복사본을 만들고 두 
서류의 상호 균형을 맞춘다.  가능한 모든 부대의 장비에 대한 모든 최신 출판물을 보유 중인지 
부대 보급 인사와 함께 확인한다.   

 

(a)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이 기간 모든 장비를 구성 요소 단위로 재고 조사하고, 
보유 중인 모든 장비 목록의 사용성과 청결을 확인한다.  어떤 장비나 구성요소가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혹은 청결하지 않은지 부차 영수증 보유자로 부터 주석을 받고 이 정보를 
자신의 교정 조치를 위해 현재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게 보낸다.   

 

(b)  완료가 되면,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모든 확인된 편차가 해결되었으며 그리고/혹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명된 보급 대리인과 조정을 
한다.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또한 모든 적절한 영수증이 추가 되었고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패킷이 품질 확인/품질 통제를 위해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이나 책임부사관에게 전송 
되었으며 최종 검토를 위해 점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 조치가 완료되고 재산 대장 관리 
장교에게 패킷을 승인 받으면,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재고 조사의 공식적인 종결을 위해 재산 
대장 관리 장교가 작성한 워터마크된 목록은 철저하게 검토되고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와 전임 
영수증 보유자 모두의 서명을 받는다. 

 

(3)  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  실제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재고 조사에 90일 앞서 예비 
재고 조사를 실시한다.  기록된 모든 책임과 사용성 문제를 교정한다. 재고 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모든 관계된 인원에게 배포한다.  이 재고 조사 일정을 부대 훈련 계획에 추가한다.  모든 영수증 
보유자가 정해진 날짜에 모든 장비를 구성품 별, 사용성 있고 청결한 상태로 배치해 놓고 출석할 
것을 강조한다.  기억하라, 인원과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의 책임이 
아니다.  필요시 조정 문서 (행정 조정 보고서, 부대 내 습득, 재산 손실 책임 재무 조사 등) 를 
제출한다. 

 

 (4)  주한미군 지원중대 대리인.  일차 영수증 보유자의 전출 예정일을 추적하고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120일 전, 관련 부서와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게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재고 
조사 절차가 다가오고 있다는 알림을 전송하기 시작한다.  가장 최신의 TM과 SC를 보유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송 지원 활동 (LOGSA) 과 미 육군 기업 체계 통합 프로그램 (AESIP) 에 접속 
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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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필요 시 모든 기록물에 예비 재고 조사 결과와 사용불가한 장비의 반납을 추가한다.   
 

(b)  필요 시 모든 완성품과 구성품의 결함을 요청하고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게 결함 
부록을 검증하도록 한다.    

    
(c)  예비 재고 조사 중 확인한 모든 편차는 실제 재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교정 된 

것을 확인한다. 
 

(d)  최소한 아래의 문서로 구성이 된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재고 조사 서류철을 
준비한다: 

 
 서명된 부차 영수증. 

 
 가능할 경우, 결함 부록. 

 
 사용 가능한 TM/SC. 

 
(e)  적시에 일차 영수증 보유자 패킷이 완료되고 전송될 것을 확인하는 책임을 진다. 
 
(f)   재고 조사 결과의 복사본이 서류철에 위치한 것을 확인한다. 

 
c.  재고조사.  모든 배정된 장비에 대한 100% 합동 조사가 전임과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 

의해 실시된다.  이 재고조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구성품 별 수준의 100% 재고 조사. 
 
 (2)  미 육군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TM, SC, 혹은 H/R을 사용한다. 
 
 (3)  필요 시 장비의 명칭, 국가 재고 번호 (NSN) 및 일련/등록 번호에 대한 확인.   
 
 (4)  장비의 사용성과 청결도. 
 
 (5)  교정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이 최신인지 확인한다.   
  
 (6)  전방위의 결점을 기록하고 현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게 교정을 위해 보낸다. 
 

d.  조정.  신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재고 조사 중 기록된 모든 편차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교정되었는지 보장하기 위해 임명된 보급 대리인과 함께 일일 조정을 실시한다.  이것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재고 조사된 수량, 국가 재고 번호, 및 일련/등록 번호가 영수증에 명시된 것과 같음을 

입증하는 완전한 일차 영수증 복사본.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게 편차가 
아직 존재함을 알린다.   

 
(2)  모든 결함 부록이 갱신되었으며 다음 세로단에 서명/날짜 기입이 되었는지 검토하고 

확인한다.  미 국방성 양식 2062의 발신과 수신 칸에는 개별 이름이 기입되서는 안된다.   
 
(3)  가능할 경우 일차 영수증에 기입된 모든 장비가 개별 사용자에게 인수 된 것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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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장비와 구성품이 보유 중이거나 주문 중임을 확인한다. 
 
(5)  모든 부대 내 습득 장비가 일차 영수증에 추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e.  영수증 서명.  전임과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검토와 서명을 위해 워터마크된 목록을 
전자상으로 받게 된다.  목록은 일차 영수증 보유자 패킷의 최종 수령 후에 발송 된다.  완성된 
패킷은 재고 조사 마감일이나 사령부 브리핑 중 먼저 일어나는 것의 72시간 전에 전송되어야한다.  
후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 

 
(1)  일차 영수증을 검토하고 모든 수량, 국가 재고 번호, 일련/등록 번호 등이 올바르며 

무엇이 보관되어있는지에 대한 동의를 보장한다.   
 
 (2)  모든 기록된 재산이 지명된 영수증 보유자에게 확인 되었음을 확인한다. 
 

(3)  위 사항이 전부 확인되고 선임 영수증 보유자가 서명을 하면, 재산에 대한 책임을 
수락하고, 그러므로 선임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책임을 면한다는 것을 인지하며 상단의 분리된 
서명란에 서명한다.  주:  만약 영수증이 맞지 않는 경우, 교정될 때까지 서명을 하지 않는다. 서명 
전에 모든 정보를 확인한다. 

 
 (4)  부족 물품 부록을 입증하고 주문 중이 아닌 모든 부족 물품의 보류를 확인한다; 혹은 

예산 통제 각서을 보낸다.   
 
주:  미완성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패킷은 일차 영수증 보유자의 워터마크된 목록에 대한 

수령을 지연한다.  
 
f.  재산 대장 관리 장교의 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위해 미8군 본부대대 사령부 재산 대장 

관리 장교 일차 영수증 보유자 변경 예규를 참고한다. 
 

3-2.  미 육군 국제 전투 지원 시스템 (GCSS-A) 보고서 및 목록   

 

a.  총괄.  미 육군 국제 전투 지원 시스템 (GCSS-A) 은 미 육군의 전략적 부대/ 기지 운송과 
재무적 시스템이다.  미 육군 국제 전투 지원 시스템은 보급, 예비 부품 및 조직 장비를 추적하는 
기업 자원 계획 (ERP) 방안이다.  이것은 부대 유지 관리, 총 소유 비용 및 전체 미 육군 부대에 
대한 수송에 관련된 기타 재무적 거래를 추적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정보 접근울 위해 웹 
기반 능력을 활용하고 전략적 유지 관리, 재료 관리, 재산 책임, 전략적 재무 및 기타 연관 유지 
기능 영역에 관한 운용 자료를 교환한다.  미 육군 국제 전투 지원 시스템 (GCSS-A) 은 지도자와 
의사 결정자를 위한 전략적 수송 기업 정보를 통합하고 전투력 관리를 위한 단일 기동 유지 계획을 
제공한다.  

 
b.  이 시스템의 중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1)  모든 수준의 사령관에게 보급 파이프 라인과 장비 사용가능성에 대한 향상된 가시성과 

계획, 실행, 및 예비를 위한 실시간의 자료를 제공한다. 
 

(2)  모든 사용자를, 어떤 경우에도, 하나의 웹 기반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수 많은 현지 
정보망 (예를 들어 재산 대장 관리 부대 보급 향상 (PBUSE) 표준 미 육군 소매 보급 시스템 
(SARSS), 개정 표준 미 육군 육군 유지 관리 시스템 (SAMS-E), 부대 단위 수송 시스템-항공 
(ULLS-A) 등) 을 단일 전사적 시스템으로 연결한다. 
 

(3)  판매업자부터 사용자까지 전투기를 주문, 이동, 추적, 책임, 및 장비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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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도록 한다. 
 

(4)  재무적 준수; 회계 연도별 완전한 회계 감사를 가능하도록 한다. 
 

(5)  사령관이 전방위에서 자원의 흐름을 예상, 할당, 및 일치하게 하도록 한다. 
 

(6)  더 나은 비용 관리 및 통제를 위해 자금에 대한 실시간의 관점을 제공한다. 
 

(7)  현재의 운영을 지원하고 미래의 요구사항에 맞추도록 한다. 
 

c.  책임.  
 

(1)  재산 대장 관리 장교는 미 육군 국제 전투 지원 시스템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시스템 
상에 기재된 각 항목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일차 영수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보급 거래와 문서는 재산 대장 관리 사무소를 거쳐서 처리 된다.  재산 대장 관리 장교는 또한 국제 
전투 지원 시스템에 접속권을 주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2)  주한미군 지원 중대는 미 육군 국제 전투 지원 시스템 내의 재산에 대한 자산 가시성과 
분배 및 허용량 표나 LOA로 허가 받지 않은 보유 중 자산에 대한 설명을 위해 파일에 보존 문서 
작업을 했는지 확인할 책임을 가진다.  주한미군 지원중대 책임부사관은 또한 미 육군 국제 전투 
지원 시스템에 접속 허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3)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일차 영수증에 작성된 장비가 미 육군 팜플렛 710-2-1, 5-
3항에 따라 부차 영수증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을 가진다.  모든 일차 영수증 보유자가 
부차 영수증을 사용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 규정의 위반은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게 분실 장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유발할 수 있다. 
 

(4)  주한미군 지원중대 대리인은 일차 영수증을 관리하고 절차에 맞게 장비를 재배치할 
책임을 가진다.  모든 장비의 이동은 파일상 지원 문서 작업을 바탕으로 보급 대리인에 의해 
실시된다.  보급 대리인은 서명된 변경 문서 그리고/또는 타 발급 또는 반납 문서 없이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  모든 움직임은 적절하게 설명되고 재산 대장 관리소에 처리를 위해 
전송되기에 앞서 부대 수준에서 실시된다.  이 규정의 위반은 보급 대리인에게 책임의 상실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유발할 수 있다. 
 

d.  주기.  재산 대장 관리소에 보내진 보급 문서는 매일 처리 된다; 하지만, 전송 후 적어도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러한 절차의 결과는 미 육군 국제 전투 지원 시스탬 상의 거래 목록으로 
생성되고 거래의 처리 상태를 부대에 제공한다.  운송 사무소는 주간 및 월간 주기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작성 될 수 있다. 
 
 (1)  주간 주기. 
 

(a)  재산 대장 잔액에 영향을 주는 거래.  이 보고서는 보유 중 수량에 영향을 주는 
거래와 성공적으로 처리되어 재산 대장에 기재된 거래를 목록화 한다.   
 

(b)  재산 대장 잔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이 보고서는 처리되었지만 재산 대장 
잔액이나 납입 수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를 목록화한다. 
 

(2)  월간 주기.  매 월 첫 근무일, 민감 품목 재고조사와 주기적 재고조사가 형성된다, 
그리고 재고 목록은 첫 근무일 업무 종료 전까지 메일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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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감 품목 재고 목록은 매달 첫 근무일에 인쇄된다.  위 재고 목록은 미 육군 규정 
710-2와 미 육군 팜플렛 710-2-1에 따라 보관될 필요가 있는 민감, 폭발성, 및 위험 품목에 
사용된다.  부대들은 시스템상의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보고서를 내려받아 저장한다.  재고 
정리를 실시하는 인원은 재고 목록 마지막 쪽에 서명하고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사령관 각서 쪽에 
서명한다.  위 보고서는 두 가지 조치를 포함한다:  1) 전산 상으로 모든 수량 항목을 채우고 전산 
상으로 서명한다 그리고 2) 재고 목록 수치를 마감한다.  위 보고서는 전산 상으로 서명되어 매 달 
25일 15시 이전에 혹은 25일이 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그 이전 마지막 근무일에 표지와 함께 
돌려보내진다.   
 

(b)  분기별 주기 재고 목록은 각 분기의 첫 근무일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전 
인쇄된다.  재고 목록은 미 육군 팜플렛 710-2-1, 9-6항을 따라 일차 영수증 보유자에게 보급된 
모든 장비 중 약 25%의 ILO 100% 실제 재고로 이용된다.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재고조사가 
실행되고 조직의 계획/훈련 달력에 주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위 보고서는 두 가지 조치를 
포함한다: (i) 전산 상으로 모든 수량 항목을 채우고 전산 상으로 서명한다 그리고 (ii) 재고 목록 
수치를 마감한다 (MI04).  위 보고서는 전산 상으로 서명되어 매 분기 25일 15시 이전에 혹은 
25일이 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이전 마지막 근무일에 표지와 함께 돌려보내진다. 
 

(c)  부대 영수증, 이전 보고 기간에 발생한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된다.  각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자동 영수증에 서명하고 매 분기 25일 15시 이전에 표지와 함께 돌려보낸다.   
 

(d)  서명이 지연된 보고서는 재산 대장 관리 장교의 지연된 보고서에 대한 접수 이전에 
재산 대장 관리 장교를 경유하여 미 육군 지원처장이나 참모차장 혹은 보증을 위임 받은 주한미군 
지원중대 중대장이 수신하는 지연에 대한 서신을 필요로한다. 
  

3-3.  현지 구매 요청 
참모장은 부참모장에게 현지 구매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부참모장은 이 권한을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은 이후 대금 청구 담당자에게 위임될 수 있다.  모든 요청은, 장비 종류에 
상관없이, 승인 및/또는 허가를 위해 일차 영수증 보유자, 주한미군 지원 중대 보급 대리인, 
주한미군 지원 중대와 재산 대장 관리 장교를 거친다.  
 
3-4.  분실, 손상 또는 훼손된 재산 
  

a.  총괄.  재산 관리 책임은 부주의, 고의적 위법 행위 또는 고의적 무단 사용으로 발생한 정부 
재산의 분실, 손상, 또는 훼손에 대한 금전적 책임에 대한 결정 혹은 평가를 포함한다.  미 육군 
재산이 닳고 닳아 분실 혹은 손상이 된 경우, 재산에 부여된 책임 요구 코드 (ARC) 에 상관 없이 이 
미 육군 규정 735-5를 따라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사건 발생에 관한 사실과 정부의 
손실량을 결정하고, 가능할 경우 재무적 책임을 측정하며, 그리고/혹은 보유 책임 (Responsibility) 
과 기록 책임 (Accountability) 을 경감한다.  책임 장교 (일차 영수증 보유자) 는 반드시 분실, 
손상, 혹은 훼손에 관한 사실과 사건을 분별하기 위해 철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b.  조정 문서.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아래의 조치 중 하나를 취함으로써 재산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1)  미 국방성 양식 362 (요금/현금 수집 영수증에 대한 진술). 
 
(2)  현금 판매 조항. 
 
(3)  미 국방성 양식 200 (재산 손실에 대한 재무적 책임 조사) 
 
(4)  미 국방성 양식 200 과 함께 사용되는 미 육군 규정 15-6에 따른 위원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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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기 명령. 
 
(6)  손상진술서. 
 
(7)  내구 수공구 및 세트, 장비 및 의복 (SKO) 구성요소의 손실에 대한 조정 각서. 
 
(8)  내구 및 일회용 품목의 손실에 대한 조정 각서. 
 
(9)  소비된 비일회용품에 대한 조정 기록 각서. 
 
(10)  미 국방성 양식 361 (운송 편차 보고서). 
  
(11)  표준 양식 364 (편차 보고서). 
 

c.  기록 책임 (Accountability) 복구.  조정 문서 작업을 거치고 기록에서 제거된, 하지만 이후 
복원된, 재산 대장 관리 품목에 대한 책임 복구는 책임 복구 요청 각서에 기록된다.  자세한 조치는 
미 육군 규정 735-5, 14-14항에 개괄된 것을 고수한다.  각서는 미8군 본부대대 재산 대장 관리 
장교에게 제공되고 재산은 올바르게 수정된다. 
 
3-5.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FLIPL) 절차 
 

a.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재산이 분실, 손상 혹은 훼손된 것을 인지한 즉시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및/혹은 미 육군 규정 15-6 조사 (민감 품목/통제된 암호 해독기가 포함된 경우) 를 
시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b.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과정 상의 시간적 제약:   
             
 (1)  편차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모든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를 실시해 

임명권자 혹은 승인권자에게 제시한다.  미 국방성 양식 200 의 실행자는 일반적으로 영수증 
보유자, 부대 지휘관 혹은 기관장, 책임 장교, 또는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인원이다.   

 
(2)  조사의 각 단계는 특정한 일 수 내에 처리된다 (별지 B 참고), 정부 재산의 손실과 

손상의 발견에 뒤이어.  아래 기재된 처리 기간을 넘겨 지연될 경우, 지연에 책임이 있는 인원이 
지연의 원인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명으로서 미 국방부 양식 200 에 첨부한다. 

 
(3)  일반적인 상황에는, 총 처리 기간이 75일을 넘기지 않는다.  만약 조사가 손실 

발견으로부터 75일이 경과하며 그리고/혹은 넘길 경우,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 혹은 중대장이 
부참모장과 미 육군 지원처장에게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상태와 추정 완료일에 관한 주간 구두 
보고서를 제출한다.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지연의 원인에 대한 진술서를 준비하고 증명으로서 미 
국방부 양식 200에 첨부한다. 
 

c.  참고문헌 1-4e 와 1-4k 에 요약된 미 육군 절차를 따른다.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이나 
보급 책임 부사관은 아래의 단계가 처리되는 문서 작업 실행에 조언과 도움을 제공한다: 

 
(1)  보급 대리인은1 번 칸 및 3 번 칸에서 10 번 칸을 작성하여 미 국방성 양식 200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초도 서류를 준비하고 점검표인 미 육군성 양식 7531 1 번 칸, 2 번 칸, A 면 
및 B 면을 준비하여 모든 미 국방성 양식 200 (서식 3-2 참고), 재산 손실 재무 책임 조사 문서의 
준비와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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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차 영수증 보유자는 미 국방성 양식 200의 12 번 칸을 작성 및 서명하고 이것을 
최종 검토와 조사 번호를 받기 위해 자신의 보급 대리인을 통해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이나 
보급 책임 부사관에게 전송한다.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이나 보급 책임 부사관은, 조사/질의 
번호를 재산 손실 책임 조사 2 번 칸에 할당한 후, 문서 번호를 받기 위해 재산 대장 관리 장교에게 
문서를 보낸다.  만약 분실 품목이 TA-50 품목일 경우,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며, 그러나, 중앙 
보급 시설 재산 대장 관리 장교가 문서 번호를 제공한다. 

 
(3)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이나 보급 책임 부사관은 미 정부 재산의 손실, 손상, 훼손 

또는 도난을 발견하고 15일 이내에 권한 임명 문서를 제출한다.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이나 
보급 책임부사관은 재무 책임 조사가 보증됨을 확인하고, 적절한 직급의 재무 책임 장교를 
요청하기 위해 과업 관리 도구를 실행한다. 권한 임명의 결과로 참고문헌의 조항 하에 재무 책임 
조사 장교에게 임명 서신을 발급한다.  만약 통제 항목이 포함되고 미 육군 규정 15-6 조사가 
필요할 경우, 미 육군 지원처장은 참고문헌의 조항 하에 지명된 조사 장교에게 임명 서신을 
발급한다. 

 
(4)  재무 책임 조사 장교는 조사 수행 방식을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이나 보급 

책임부사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법적 검토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한다. 
 

(5)  완료되면, 재무 책임 조사 장교는 조사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이나 보급 책임부사관에게 돌아간다.  만약 조사가 재산 손실 책임 조사 절차를 
따라 실행되었다면, 조사 주체 인원은 진행된 결과를 통지하고 미 국방성 양식 200 은 검토를 위해 
주한미군 군수참모처로 보내진다.  주한미군 군수참모처의 검토 이후, 미 국방성 양식 200 은 미 
육군 지원처장에게 승인 및 서명을 위해 전송된다.  미 육군 규정 15-6 절차 하에 실행된 재무 
책임 조사는 또힌 검토를 위해 주한미군 군수참모처로 전송되고 승인과 발견에 대한 조치를 위해 
미 육군 지원처장 에게 제출된다. 

 
(6)  미 육군 지원처장은 재산 손실 책임 조사 혹은 미 육군 규정 15-6 조사를 승인하거나 

반송한다.  승인된 경우, 조사 대상자는 공식적으로 결과에 대한 서면 통보를 받는다.  미 육군 
지원처장은 또한 미 육군 규정 15-6 조사의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정한다. 

 
(7)  만약 조사 대상자가 결정에 항소하면, 대상자의 서면 항소서와 함께 미 국방성 양식 

200 이 법무참모실에서 검토되고 미 육군 지원처장 에게 최종 결정을 위해 보내진다. 
 

(8)  모든 조치 (항소를 포함한) 가 완료되면, 주한미군 지원중대 보좌관 혹은 보급 
책임부사관은 미 국방성 양식 200을 해당 재정 회계실에 전송하여 수령 확인서가 필요한 전달 
문서로서 수집케 한다. 
 

(9)  완료된 재산 손실 책임 조사는 미 육군 규정 25-400-2 에 따라서 채워지고 사본이 
공식적인 지원 문서 파일의 종결을 위해 미8군 본부대대 재산 대장 관리 장교에게 제공된다. 

 

3-6.  재산 책임과 재무 손실 책임 조사 (FLIPL) 기록물의 공개 

a.  정부 사용을 위해 생성되고 정부에 전달된 모든 재산 책임과 재무 손실 책임 조사 기록물 
(전산상과 인쇄본) 은 연방 기록물 재산이다.  위 기록물의 공개는 개정된 정보 자유법 (FOIA) (5 
USC 552) 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PA) 1974 (5 USC 552a) 의 조항에 의거한다. 

  

b.  기록물에 대한 요청은 USFK FOIA/PA Command Officer 혹은 필요한 조치를 위해 적절한 
경로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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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DD Form 200 Processing Time Se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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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ample DD Form 200 (Only On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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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ample DD Form 200 (Only One Item)-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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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A 
참고문헌 

 

미 국방성 지침 4165.14, 부동산 재고 (RPI) 및 예상. 
 
미 국방성 지침 5000.64, 미 국방성 소유의 장비와 재산의 책임 및 관리. 
 
미 국방성 교범 4140.01 미 국방성 보급 체계 설비 관리 규정. 
 
미 국방성 4000.25-2-M, 군 표준 거래 보고 및 회계 절차. 
 
미 육군 규정 15-6, 장교 및 장교회 조사 절차. 
 
미 육군 규정 25-400-2, 미 육군 기록물 정보 관리 시스템. 
 
미 육군 규정 710-2, 국가 수준 이하 보급 정책. 
 
미 육군 규정 710-3, 재고 관리 자산 및 거래 보고 시스템. 
 
미 육군 규정 725-50, 수요, 영수 및 발급 시스템. 
 
미 육군 팜플렛 710-201, 부대 보급 시스템 이용 (교범 절차). 
 
미 육군 팜플렛 735-5, 재산 책임 절차 및 재정 책임자 지침. 
 
공통 허가량 표 (CTA) 50-909, 야전 및 요새 제공과 장비. 
 
미 육군 국제 전투 지원 시스템 (GCSS-A) 최종 사용자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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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B 

특별 참모 분류 1 및 2 

 
B-1.  특별 참모 1 은 아래 부서로 구성된다. 

 
a.  사령관 정책 보조팀 (CSIG). 
 
b.  군종실 (FKCH). 
 
c.  사령부 보안과 (FKSF). 
 
d.  감찰반 (FKIG). 
 
e.  공보실 (PAO). 
 
f.  연합 비서실 (SJS). 
 
g.  법무참모실 (SJA). 
 
h.  주둔군지위협정 (SOFA) 사무국. 
 
i.  주한미군 계약 사령부 (FKAQ). 
 
j.  주한미군 공병과 (FKEN). 
 
k.  주한미군 역사실 (FKHO). 
 
l.  주한미군 본부사령부 (USFK HQ COMDT). 
 
m.  주한미군 지식 관리실 (FKKM). 
            
n.  주한미군 자원 관리실 (FKRM). 
 
o.  주한미군 전환 및 재배치 (T & R). 

 
B-2.  특별 참모 2 는 아래 부서로 구성된다. 

 
a.  미 공군 지원반 (AFELM). 
 
b.  연합 합동 화력지원반 (CJFE). 
 
c.  연합 합동 헌병참모 (CJPM). 
 
d.  연합 작전 협동 지원반 (JOCE). 
 
e.  연합 사이버 센터 (JCC). 
 
f.  다국적 협조본부 (MNCC). 
 
g.  미 해군 지원반 (NELM). 
 
h.  유엔군 사령부 정보 관리 (UNC IMO). 
 
i.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UNC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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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약어 

 
8A    Eighth Army     미 8군 
 
AAR    Administrative Adjustment Report  행정 조정 문서 
 
AEC    Army Element Commander   미 육군 지원반장 
 
AEDC    Army Element Detachment Commander 미 육군 지원처장 
 
AR    Army Regulation    미 육군 규정 
 
CCI    Controlled Cryptographic Items  통제된 암호 해독기 
 
CFC    Combined Forces Command   연합군 사령부 
 
COS    Chief of Staff     참모장 
 
CSDP    Command Supply Discipline Program 사령부 보급 규율 

프로그램 
 
CTA    Common Tables of Allowances  공통 허용량 표 
 
DA    Department of Army    미 육군 
 
DCOS    Deputy Chief of Staff    부참모장 
 
DD    Department of Defense (forms only)  미 국방성 (양식 
한정) 
 
DOD    Department of Defense   미 국방성 
 
FLIPL    Financial Liability Investigation  재산 손실 재무 책임 

of Property Loss    조사 
 

GCSS-A   Global Combat Supply System – Army 미 육군 국제 전투 
지원 시스템 

 
GFM    Government Purchase Card   정부 제공 물자 
 
GPC    Government Purchase Card   정부 구매 카드 
 
HHB    Headquarters and Headquarters Battalion 본부 및 본부 
대대 
 
HQ    Headquarters     사령부 
 
MTOE    Modification Table of Organizational   조직 장비 수정 
표 

Equipment 
 
SJA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법무참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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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Property Book     재산 대장 
 
PBO    Property Book Officer    재산 대장 관리 
장교 
 
PHR    Primary Hand Receipt    일차 영수증 
 
PHRH    Primary Hand Receipt Holder   일차 영수증 
보유자 
 
ONS    Operational Needs Statement  작전상 수요 진술서 
 
QA/QC    Quality Assurance / Quality Control  품질 확인 
/ 품질 통제 
 
SJS    Secretary Joint Staff    연합 비서실 
 
SHR    Sub-Hand Receipt    부차 영수증 
 
SHRH    Sub-Hand Receipt Holder   부차 영수증 보유자 
 
SKO    Sets, Kits and Outfits    세트, 장비 및 
의복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예규, 내규 
 
TDA    Table of Distribution and Allowances  분배 및 허용량 
표 
 
TDY    Temporary Duty     파견 근무 
 
THRH    Temporary Hand Receipt Holder  임시 영수증 보유자 
 
UNC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군 사령부 
 
US    United States     미국 
 
USFK    United States Forces Korea   주한미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