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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상 교량 및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2.10.29(월)~11.29.(목) [기간 중 17일]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외 24명 (외부전문가 9명 포함)

 대상기관

○ 한강교량 : 도시안전실[◆◆◆◆과,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성동,강서)]

○ 건설공사 : SH공사, 서울메트로

 중점 감사사항

[한강상 교량]

○ 교량 관리 적정 여부

- 교량 도로부 : 포장, 보도, 신축이음, 방호벽, 난간 등

- 상 부 구 조 : 점검통로, 상판, 받침, 주형, 브레이싱, 교각 코핑부 등

○ 보수 보강 시공 상태 및 하자관리 적정 여부

[건설 공사장]

○ 공사장 안전시공 여부

○ 설계변경 및 정산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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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대상

대상 관리주체 감사 대상 시설물 및 공사장

한강상

교량

소 계 한강상 교량 20개, 일반교량 1개

도로

사업

소

동부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청담대교, 천호대교, 잠실철교도로교

서부 마포대교(상,하), 서강대교, 양화대교(상,하), 원효대교, 두모교

남부 한남대교(상,하), 반포대교, 한강대교(상,하), 동작대교

성동 광진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동호대교

강서 행주대교(상,하), 성산대교, 가양대교

건설

공사장

소 계 공사 현장 12개

SH 공사

(8개 공사장)

- 마곡(1∼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목동시프트 건설공사

- 신내3지구 2단지 건설공사, 우면2지구 3단지 건설공사

-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시설 건설공사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1공구)

- 은평뉴타운 3-1지구 A공구, 은평뉴타운 3-2지구 공원조성

서울메트로

(4개

공사장)

- 고가교(뚝섬∼성수, 구의∼강변) 성능개선공사

- 지하철1∼4호선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1단계) 8공구

- 지하철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12공구, 16공구

 감사 참여자 : 안전감사팀장외 24명(외부전문가 9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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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1. 시정요구

시 정 요 구

1. 제 목 : 공사용 선박(예선·대선) 과다 계상

2. 소관기관 : 동부도로사업소 (○○○○과)

3. 내 용

◦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주)□□건설(대표 ▣▣▣)과 2011.3.29.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2012.2.28. 준공(준공금액: 6,477,500천원)한 「한강교량 일상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중 천호대교시설물보수공사의 본교 강Box구간 도장보수

13,684㎡ 외 6개 공종(공사비:1,575,341천원)에 대한 보수작업을 시행

(‘11.8.20~11.30)하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7절에 따라 공사 감독관은 공사량 증감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공사 내용에 적정하게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준공하여야 하는데도,

․천호대교 램프-A,C,D는 한강 둔치(광나루지구)에 위치한 육상구간으로

선박(예선·대선) 없이 4일간 강BOX 거더 재 도장을 하였는데도, 선박을

사용한 수상 작업으로 정산함으로써 공사비 12,050천원 과다지급

하였고,

․하천점용허가 기간('11.8.30~'11.12.31) 이전인 '11.8.20.부터

도장 공사를 선 착수하는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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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동부도로사업소장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12,050천원을 환수하고,

○� 책임감리원[(주)▤▤엔지니어링 ▥▥▥]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규정에

따라 “주의”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원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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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요 구

1. 제 목 : 교량보수공사에 대한 하자관리 부적정

2. 소관기관 : 동부도로사업소 (○○○○과)

3. 내 용

◦ 동부도로사업소장이 ▦▦건설 대표 ▧▧▧과 2011.7.29.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2.1.16. 준공한(준공금액: 642백만원) 「동호대교외 1개소 교량보수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감독)

� �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절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하여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 동호대교 차량 방호벽 등 단면보수 부위가 전체 318.79㎡중 190㎡에

걸쳐 망상 균열 발생이 확인되었으나, 2012.6.26. 하자검사 시

하자 발생부분을 적출하지 못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시설물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조치할 사항】

○� 동부도로사업소장은 차량 방호벽 등 단면보수 부위에 발생한 하자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보수작업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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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요 구

1. 제 목 : 한강 교량 점검시설 관리 부적정

2. 소관기관 :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 성동,강서)

3. 내 용

◦ 도로사업소(동부,서부,남부,성동,강서)에서 한강상 교량을 유지관리하면서 시설물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점검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

하고 점검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점검통로·출입사다리를 고정하는 볼트가 없거나 풀려있어 고정 상태가 불량

하거나 통로의 진출입구·중간에 경자재 등 지장물이 있어 이용이 불편한

통로가 있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점검시설이 9개 교량에서 확인되었음.

< 점검통로·출입사다리 관리상태 부적정 현황 >

구 분 개소 관리 상태 관리기관 비 고

관리

고정불량 4
청담·영동(볼트 망실), 서강(용접불량)

행주(볼트 다수 풀림)

동부, 서부

성동, 강서

이용불편 5
광진(바닥파손), 마포·행주(진입곤란)

잠실철도교·동작(통로중간 지장물)

동부, 서부

남부, 성동

강서

【조치할 사항】

○ 도로사업소장(동부,서부,남부,성동,강서)은 관리가 불량한 9개 교량의 점검시설에 

대해 점검자의 안전이 확보 되도록 최우선 하여 시정 조치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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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요 구

1. 제 목 : 성산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부적정

2. 소관기관 : 강서도로사업소(○○○○과)

3. 내 용

◦ 시설물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성능 등을 고려, 보수·보강·교체 등이 시급하

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 유지관리예산을 계상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데도

� � � - 강서도로사업소장이 성산대교(1종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2011.3.23~2012. 2.16일 (용역비 439,076천원)]을 실시한 결과

�      ․ 아치 트러스 단부에 설치된 단부가로보는 붕괴유발부재로 중점관리대상 
대상이나 구조적 거동특성상 신축이음 하부에 있어 누수에 따른 체수, 
부식이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되므로 진단시 조사된 결함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보고서에 제시하였음에도 ‘2013년도에 
신축이음장치 전면보수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2013년까지 보수를 
보류하고 있으며  

      ․ 그 결과 8번 교각 아치 북측의(S8바 5-1 G3~G4) 신축이음 누수, 11번 
교각 아치 북측의 신축이음이 파손되어 볼트탈락, 후타재 파손 등으로 
소음이 심하고 (S10바 7-3 G3~G4) 누수로 신축이음 하부 단부가로보에 
부식 가속 및 박스내 체수로 시설물의 결함이 심화되고 있는 등 유지관
리를 소홀히 하였음.

【조치할 사항】

○ 강서도로사업소장은 신축이음장치 보수 등 하부로의 누수를 차단하여 붕괴유발 

부재의 부식 예방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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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요 구

1. 제 목 : 원효대교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운영 부적정

2. 소관기관 : 남부도로사업소(○○○○과)

3. 내 용

◦ 원효대교는 변형 등을 상시 관찰하기 위하여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업지시서 3-4에 의거 일 평균 처짐이

관리기준치(주의 -16mm, 경고 -22mm) 초과 시 교량담당자와 계측업체가

교량 정밀점검 필요여부 및 계측 테이타를 정밀 분석토록 하고 있는데도

� � � - 남부도로사업소장이 2012. 2월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종합보고서를 제출받고 결과를 검토하면서

     ․보고서상에 월 평균 처짐이(위치 BT7D) 일 평균 처짐 관리기준치인 
“주의” 를 초과한 회수가 6개월(2010.6월, 7월, 8월. 9월, 2011.7월, 
8월)로 기록되어 당해 월에 일평균 처짐이 “주의” 단계를 초과한 사항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데도 종합보고서의 계측 내용을 정밀 
분석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감사시 관련 내용 확인결과, 동 기간 중 총 18회가 (2010.6월 2회, 
2010.7월 4회, 2010.8월 5회, 2010. 9월 2회, 2011.7월 2회, 2011.8월 
3회) 계측장비 오류로 -999mm의 처짐이 기록되었는데도 월 평균 처짐 
계산시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 종합보고서를 제출 받는 등 용역 관리 및 
계측 결과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조치할 사항】

◦ 남부도로사업소장은 ‘11년도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종합보고서에 

잘못 반영된 오류 데이타를 수정하여 제출받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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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요 구

1. 제 목 : 원효대교 힌지부 관리 부적정

2. 소관기관 : 남부도로사업소(○○○○과)

3. 내 용

○ 남부도로사업소장은 원효대교를 유지관리 하면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2-1 내지 3-2-4에 의거 외관조사를 통하여 중대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 � � - 원효대교의 특성상 주요부재인 힌지핀의 망상균열, 힌지핀 상부에서의

누수로 콘크리트 박리 등이 2개소에 발생되었으나 그간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밀하게 외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 � � - 그 결과, 적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부로부터의 누수에 노출되어

열화가 심화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조치할 사항】

○� 남부도로사업소장은 원효대교의 파손된 힌지핀을 보수·보강하고 지속 관찰

하여 교량을 안전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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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요 구

1. 제 목 : 책임감리 지시사항 미 이행

2. 소관기관 : SH공사 (▩▩▩▩처)

3. 내 용

○ SH공사에서 「마곡지구 1․2․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시공사: (주)▶▶건설, 
공사기간: 2011.09.21.~2014.04.27, 공사금액: 127,044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건설업자는「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28조의4에 따라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하고, 책임감리원은 건설업자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데도,

     ․ 시공사인 ㈜▶▶건설은 「마곡지구 2단지 건설공사」 동측 흙막이 가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지대 설치작업을 ‘12.7.9. 시행하였으나, 토압에

견디도록 설계된 사보강재(일명 까치발, 3단 RAKER STRUT) 및

잭(JACK) 54개조를 시공하지 않아 감리단에서 흙막이 벽체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유로 ‘12.7.9, 7.17, 8.16, 9.13, 9.27, 10.14. 등
6차례에 걸쳐 현장대리인에게 공식적으로 시정요구 하였는데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를 미 이행하였음.

【조치할 사항】

○� SH공사 사장은 미 시공한 사보강재와 잭의 공사비 15,100천원을 감액하고,

○� 책임감리원(▷▷▷)과 지시사항을 미 이행한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21조의5� 규정에 따라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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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통보)

1. 제 목 :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로 시공하는 등 부실시공

2. 소관기관 : 서울메트로(▽▽▽처)

3. 내 용

서울메트로 사장이 (주)◀◀◀◀건설(대표 ◁◁◁)과 2010.9.13. 공사계약

(계약금액 2,076백만원) 체결하고, ㈜◆◆◆건축사사무소(대표 ◇◇◇)등 4개

사와 2012.5.30. 책임감리계약(용역비 1,791백만원) 체결하여 2013.9.10.

준공예정인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1단계) 12공구」의

흙막이 가시설공사 및 현장계측 관리를 시행하면서,

1. 흙막이 가시설공사 시공관리 및 감리업무 소홀

○ 시공자는「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 계약문서의 내용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관(책임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 상태가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문래역 #1번 출구 기초 터파기(GL-9.6m)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토류벽콘크리트+토류판(t=6cm)]의 경우,
       ․토류벽 콘크리트+토류판(t=6cm)으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와 다르게 토류벽 콘크리트를

삭제하고 토류판(t=8cm)으로만 시공한 것으로 감사 시 지적되어

흙막이 벽체를 보강완료('12.11.23) 하였으며

       ․ H-말뚝 시공선에 지장물이 저촉된다는 사유로 설계도면과 다른

위치에 시공하여 가시설 폭이 축소(4.6m→4.0m)되고 있었는데도

시정지시 등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 하다가 현재 시공된 상태로

조정하는 것으로 사후 설계변경 승인('12.11.14)하는 등 공사관리

소홀히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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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래역 #2번 출구 기초 터파기(GL-10.3m)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현장콘크리트말뚝(CIP) Φ450]공사를 시행하면서,
       ․ 설계서와 다르게 수직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 말뚝 시공선에 지하 지장물이 저촉되면 이설 요청을 한다던가,

이설을 못하는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전에 실정 보고하여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절차없이 설계도면과

다른 위치에 설치하여 가시설 폭이 축소(5.3m→3.8m)되어 축소된

폭을 일부라도 확보하고자 시공된 말뚝 단면 일부를 파쇄하므로서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되고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 하다가

       ․ 감사 시 지적되고서야 파쇄된 말뚝 단면을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로

보강완료('12.11.23)하는 등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 현장계측 운영 및 관리업무 부적정

○ 위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계측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

하면서 ,

     - 지중경사계 등 계측장비 7종 14개소는 감독자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위치 및

수량을 4종 9개소로 임의 변경하여 설치하였고, 현장계측을 주 1회만 실시

하였음에도 ‘12.11월 현재까지 설계변경(감 정산 25,842천원)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문래역 #1번 지중경사계 및 지하수위계는 기존구조물 상부에 설치(L=

약 3m)하여 계측의 실효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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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 ○�서울메트로 사장은

� � � � -�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축소 시공한 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비용 57,638천원을

도급비에서 감액하고 흙막이 가시설공사 보강 조치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후속 공사를 진행하기 바라며,� 가시설 폭원

축소에 따른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 � � -� 아울러,� 공사관계자(건설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벌점 부과 등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

� � � � � � � ▸ 건설업체 :� ◀◀◀◀건설(주),� � � ▸ 현장대리인 :� ⊙⊙⊙

������ � �▸감리전문회사 :� ㈜◈◈◈◈◈,� � � � � � ▸ 책임감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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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요 구

1. 제 목 :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소홀 및 계측관리 미흡

2. 소관기관 : SH공사 (◍◍◍팀)

3. 내 용

SH공사 사장이 ◎◎◎◎(주) [대표 ●●●]외 1개사와 2012. 1. 12. 계약 체결

(계약금액 : 63,615백만원)하여 2012. 12. 31. 준공 예정으로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기술 관리법」제23조의 2, “책임감리 현장업무지침서” 제34조,

“공사시방서 ” 1-2-2의 1.8 시공상세도면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

질향상과 시공의 적정성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고 공사감독관의 검토․확인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 제2장 2-4, 제12장 12-7” 규정 등에 따라 시공의 안정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시방규정에 따라 계측이 적정

하게 이행되는지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① 가시설에 대한 시공상세도 작성 소홀

    -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 시설공사 교통소통대책 심의 결과에 따라 
가시설 주부재인 주형보 등의 길이가 변경되었는데도 시공 상세도면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검토 하지 않는 등 시공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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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측기기 설치 및 관리 미흡

    - 지하수위계의 경우 굴착공사 착공전 초기값을 확보하여 공사 종료 
시점까지 지반변위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 시점부 가시설 구간의 계측기기는 계측계획서 작성 및 검토․확인․승인 
과정 없이 2011.8.16. 경사계 및 지하수위계 6개소를 먼저 설치한 
후인 2012. 10. 31 계측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 시점부 구간은 1, 2단계 구간의 복공을 완료하고 버팀보 위치까지 
굴착(지반기준 -2.2m)이 진행되어 지반 성상의 변화요인이 발생되
었음에도 굴착 전에 초기값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계측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향후 공사 진행중 부정확한 자료로 지반변위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함.

【조치할 사항】

○� SH공사 사장은

� � � -� 현재 진행중인 시점부 구간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조속히 작성․검토 보완

하여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설치된 계측기기에 대한 측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초기값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향후 설치될 계측시설에 대하여는�

적기에 계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 � -� 아울러,�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및 계측기기 설치를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감리원[㈜◐◐◐엔지니어링 ◑◑◑]� 및 현장대리인[◎◎◎◎(주)� ◒◒◒]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규정에 따라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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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요 구

1. 제 목 : 가설공사 설계변경 미 시행 및 안전관리비 부당 지급

2. 소관기관 : 서울메트로 (◧◧◧◧사업소, ◩◩◩◩사업소)

3. 내 용

공사 감독관(책임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05조 및 「공사계약일반

조건」제6~7절에 따라 시공 상태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의 변경 및 투입자재의 변경, 공사량의 증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하여야 하는데도,

① 서울메트로 ◧◧◧◧사업소에서 ◪◪건설(주) 외 1개사와 2010.4.13. 도급계약

체결(계약금액 : 8,606백만원)하여 2013.4.21. 준공예정으로「고가교

(뚝섬~성수, 구의~강변) 성능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계측관리(구의~강변구간)에 대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 및 실정보고도 하지 않고, 착공(2010.4.23.) 
이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2.11월 현재까지도 계측관리를 시행
하거나 설계변경(감정산 76,517천원) 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 감사기간 중 설계자 및 구조기술사, 책임감리원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기 준공된 성능개선공사(1단계, 2단계)와 동일한 공법을 
적용하고 있어 계측기 설치 생략 가능하다는 의견임.

    - 공간비계 및 방진망의 실제 시공면적이 계약면적(뚝섬~성수구간 
10,197㎡) 보다 1,031㎡적은 9,166㎡만 시공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감정산 36,517천원)을 시행하지 않고 방치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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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서에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된 조립식 현장사무실, 창고 
및 실험실을 서울메트로에서 제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착공 후
(2010.4.23.)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12.11월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정산 53,926천원) 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또한, 2010.12.16.부터 2012.6.29.까지 4회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관리
비를 지급하면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전용이 아닌 복합기, 
카메라, 방한복 및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현수막 등 지급대상이 
아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47천원을 과다 지급함.

② 서울메트로 ◩◩◩◩사업소에서 ◫◫◫◫(주) 외 1개사와 2010. 12. 30.

도급계약 체결(계약금액 5,549백만원)하여 2013. 12. 8. 준공예정으로

「고가교(뚝섬~성수, 구의~강변) 성능개선 궤도공사」를 시행하면서

    - 2011. 6. 22. 제1회 기성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지급하면서 서울
지방노동청에 안전관리자 선임 보고(2011.4.22.) 전인 2011. 3월 및 
4월(1일~21일) 안전관리자 인건비 5,491천원을 부당 지급하였고,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가설사무실 및 창고는 서울메트로에서 제공하여 
착공(2011.4.10.) 이후 사용하고 있는데도, 약 20개월이 지난 
2012.11월 현재까지 설계변경(감정산 4,380천원)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조치할 사항】

<� ◧◧◧◧사업소>

○� ◧◧◧◧사업소장은 미시공하거나 부당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170,707

천 원을 도급비에서 감액하고,

○� 책임감리원[(주)▤▤엔지니어링 ◬◬◬]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규정에 따라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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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 >

○� ◩◩◩◩사업소 소장은 미시공하거나 부당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9,871

천 원을 도급비에서 감액하고,

○� 책임감리원[㈜◭◭ ◯◯◯]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규정에 따라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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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요 구

1. 제 목 : 교통정리원을 실제 작업 내용과 다르게 정산 시행

2. 소관기관 : 서울메트로(▽▽▽처)

3. 내 용

서울메트로에서 (주)◀◀◀◀건설(대표 ◁◁◁)과 2010.9.13 공사계약(계약금액

2,076백만원)체결하고,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대표 신희정)등 4개사와

2012.5.30. 책임감리계약(용역비 1,791백만원) 체결하여 2013.9.10 준공예정인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1단계) 12공구」교통안전처리(교통

정리원)를 위한 기성(1회/2회)대가를 지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에 따라 ‘교통

정리원’은 건설공사 수행시 교통안전처리를 위해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수에 한해 정산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교통정리원’을 정산하면서 실제 투입된  95일 보다 127일 많은 
222일로 정산함으로써 10,833천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음.

【조치할 사항】

○�서울메트로 사장은 과다 지급된 교통정리원 인건비 10,833천 원을 감액하고,

○� 책임감리원[(주)◰◰◰◰◰ ◢◢◢]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규정에

따라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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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정 요 구

1. 제 목 : 거푸집을 실제 작업 내용과 다르게 정산 시행

2. 소관기관 : SH공사(◥◥◥◥본부)

3. 내 용

SH공사에서 ◔◔◔◔(주) 외 1개사와 2006. 9. 29. 도급계약 체결(계약금액

47,913백만원)하여 2013.4.30. 준공예정인 「은평뉴타운 3지구 A공구 기반

시설공사(토목부문)」을 시행하면서

� ○ 공사감독관(책임감리원)은「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시공상태가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시공방법의 변경 및 투입자재의 변경, 공사량의 증감 등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설계변경(2011.4.29.)으로 추가한 “창릉천 정비 및 군대체시설 공사”의 
창릉천 식생블록 기초 및 전차진지 등의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합판거푸집(보통마감 3,629㎡, 15,705원/㎡)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내역과 다르게 그 일부를 유로폼(2,707㎡, 13,935원/㎡)
으로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도 설계변경(감정산)을 하지 않은 채 
기성금 6,086천 원(미지급 163천 원 포함)을 과다 지급함.

【조치할 사항】

○� SH공사 사장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6,086천 원(미지급 163천 원 포함)을 감액

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감리원 포함)�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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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의요구

주 의 요 구

1. 제 목 : 지축차량기지 지붕 석면조사 미실시 및 철거 부적정

2. 소관기관 : 서울메트로 (◧◧◧◧사업소)

3. 내 용

ㅇ 서울메트로 ◧◧◧◧사업소에서 지하철 3호선 「지축차량기지 주공장 지붕개량공사

(시공사: ■■■■건설(주) 대표 □□□, 공사기간: ‘12.3.27~’13.11.16, 공사금액: 
7,414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 � - 건축물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에 따라 철거 또는 해체 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하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때에는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고, 석면을 습윤 처리 후 비닐봉지에 담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공사 지붕철거(실제 착공일 ’12.5.3.) 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1구간 3,850㎡ 중 2,100㎡를 부적정하게 철거하여, 고용노동부(중부

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로부터 12,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12.
11.12. 납부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였고,

      ․철거 작업 진행 중 '12.9.7.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에서 석면조사

요구가 있어 조사한 결과, 1구간 잔여 지붕(1,750㎡) 퍼티재

(접착제)에서 트레몰라이트 0.0125㎥가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수도권매립지로 기 반출한 지붕 철거물(2,100㎡)에도 트레몰

라이트 0.015㎥가 함유된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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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된 석면 현황 >

작업구간 석면의 종류 함유량(함유면적) 비 고

1구간(차량입출창) 트레몰라이트(2%) 0.0125㎥

3구간(주공장) 백석면(5%) 6,500㎡

【조치할 사항】

○� 서울메트로 사장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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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요 구

1. 제 목 : 공정관리 미흡으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시민불편 가중

2. 소관기관 : 서울메트로 (▽▽▽처)

3. 내 용

서울메트로에서는 ▢▢건설(주) 대표 ▣▣▣과 2010. 12. 30. 계약체결(계약금액 :　

894백만 원）하여 2012. 12. 31. 준공 예정으로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

시설 설치공사(1단계 16공구)」를 시행하면서,

○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45조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방침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54조

규정에 따라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서울메트로 ▽▽▽처에서는 동대문역 구간의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가 계약

후 준공시점(2012.12.31) 까지 지하 지장물이설 및 지하수 다량유출 등
으로 공정이 지연되어 2012.11.2. 현재까지 공정률이 24.6%에 불과함에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수의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 특히 2012. 5. 9. 지하수 유출 등에 대한 감리자의 설계변경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이 경과된 2112.8. 7. 승인해 주는 등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지하수위계 등 4종 6개소 계측시설은 설계도면과 다른 위치에 설치

하는 등 계측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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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서울메트로 사장은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부진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정해진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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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요 구

1. 제 목 : 레미콘 품질관리 소홀

2. 소관기관 : 서울메트로 ▽▽▽처

3. 내 용

서울메트로 ▽▽▽처에서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1단계 8공구 설치공사[(주)▤▤건설

대표 ▥▥▥, 2009.12.14~2012.12.30, 2,127백만원]」를 시행하면서,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국토

해양부」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슬럼프 시험 등 품질시험을 하여야 하는데도,

    - ‘12.7.4.부터 ’12.9.28.까지 수유·신설동역에 총 16회의 레미콘을 
타설하였으나, 2회만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나머지 14회는 미실시

 < 슬럼프시험 실시 현황 >

     

공 사 위 치 시험 미실시 (14회) 시험실시 (2회)

수유역 3번 출구 E/S
‘12.8. 2(24㎥), ‘12.8.7(42㎥),
‘12.9.28(51㎥)

‘12.9.11(54㎥)

수유역 8번 출구 E/S
‘12.8.11(24㎥), ‘12.8.18(45㎥)
‘12.9.28(51㎥)

‘12.9.19(66㎥)

신설동역 2․3번 출구 E/L ‘12.7.14(6㎥), ‘12.7.18(18㎥)

신설동역 4․5번 출구 E/L ‘12.7. 4(6㎥), ‘12.7.10(18㎥)

신설동역 4․5번, 2․3번
출구 E/L

‘12.7.27(24㎥), ‘12.8. 1(9㎥), 
‘12.8. 6(26㎥), ‘12.8.18(24㎥)

【조치할 사항】

○� 서울메트로 사장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교육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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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요 구

1. 제 목 : 성토용 토사 품질관리 소홀

2. 소관기관 : SH공사 (▦▦▦팀)

3. 내 용

SH공사에서「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1공구)[▧▧▧▧(주) 대표 ▨▨▨,

2009.9.25.~2012.12.31, 89,814백만 원]」를 시행하면서,

○ 성토용 흙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국토해양부」의 규정에 따라

토취장마다 다짐시험 등 품질시험을 하여야 하는데도,

    - 단지 조성을 위해 63개 토취장에서 성토용 흙을 반입하였으나, 28개
소만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나머지 35개소는 미실시하는 등 성토용 흙에 
대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향후 기반시설에 대한 침하 등 
하자 발생 우려가 있음. 
< 성토용 흙의 시험빈도 및 시험의뢰 횟수 >

구 분
토취장
(시험빈도)

시험횟수
반입물량
(㎥)

부족시험
횟수

비고

계 63 28 1,132,437 35

민간건설현장 18 16 511,533 2

공공기관건설현장 45 12 620,904 33

【조치할 사항】

○� SH공사 사장은 성토용 흙 중 노체용 구간에 사용된 반입토사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다짐시험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성을 재검토 하여 향후 기반시설에

대해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품질관리 계획의 시험빈도 등의 조정등과 병행하여 공사시방에서 요구되는 품질

시험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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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요 구

1. 제 목 : 설계도서 작성 소홀로 인한 공사비 추가 소요

2. 소관기관 : SH공사 (▩▩본부)

3. 내 용

○ SH공사에서「신내3지구 아파트 설계용역(▱▱사무소 등 7개사, 2007.11.9~2010.9.

15)」을 시행하면서,

  - 영구배수공법 설계 시 설계도면과 내역서는 드레인매트배수시스템으로, 
공사시방서는  PDD관 공법으로 상호 불일치되게 설계한 것을 그대로 
준공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 2010.12.28. ㈜▲▲건설과 도급계약(2010.12.28~2013.11.14, 171,099백만

원)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 공사시방서와 SH공사 자체 지침(공동주책 구조설계지침)에 의거 PDD관 
공법으로 설계변경함으로써 360백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

【조치할 사항】

○�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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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요 구

1. 제 목 : 설계용역 감독업무 처리 소홀

2. 소관기관 : 서울메트로 (▽▽▽처)

3. 내 용

서울메트로 △△처에서 상계역 등 14개 역사에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1단계,

8공구)」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용역업체: ▴▴▴▴주식회사 대표

이사 ▵▵▵ 외 3개사, 용역기간: 2009.3.20.~2011.3.10, 전체 용역비:

397,650천원)」을 시행하면서,

� ○ 「건설기술관리법」제23조의2 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6-1 등에

따라 설계용역을 감독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여건 변화 등 필요 시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는데도,

   - 서울메트로 ▽▽▽처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역사 중 상계역, 
미아삼거리역, 약수역 등 3개 역사는 각각 “상계역 내부 샤워실 등 기능실 
위치조정, E/S 비트 홍수위 저촉 및 하천정비 완료 시 보도높이 부족”, 
“출입구 확폭(2.8m→3.25m)을 위한 하수박스 이설 필요, 공사지점의 
도봉로는 버스전용차로포함 3개 차로로 운영되는 도로로써 하수박스 
이설 시 1개 차로 이상 점용문제로 서울시 교통소통대책 심의상정 및 통과 
불가 등으로 공사추진곤란”, “지하 지장물(KT통신구 저촉) 이설곤란” 등의 
사유로 공사가 불가한 것으로 판정하고, 위 3개역은 공사에서 제외한 후 
한양대역, 금호역을 추가로 설계함으로써 설계비가 증액되었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조치할 사항】

○� 서울메트로 사장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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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보

통 보

1. 제 목 : 한강 교량 점검시설 설치 부적정

2. 소관기관 : 도시안전실 (◆◆◆◆과)

3. 내 용

◦ 한강상 교량을 유지관리하면서 시설물 관리 주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4조 및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점검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 도시안전실에서는 교량 점검통로 출입사다리의 원형지지대 내경은 설치기준에

60㎝인데도 45㎝~1m의 부적정 규격으로 설치되었고 통로의 길이가 부족

하거나 또는 통로가 미설치된 교량이 있는 등 부적정한 점검시설이 6개

교량에서 확인되었음.

< 점검통로·출입사다리 부적정 설치 현황 >

구 분 개소 설치 상태 비 고

설치

규격(내경)

부적합
3 영동(폭 1m), 성수(폭 45㎝), 서강(76㎝)

길이 부족 2 영동(전 통로), 두모교(1개소)

미 설치 1 광진교(교대 1, 교각 4)

【조치할 사항】

○� 도시안전실장은 안전점검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부적정하게 설치된 6개

교량의 점검통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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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징계(문책) 요구

문 책 요 구

1. 제 목 : 지축차량기지 지붕 석면조사 미실시 및 철거 부적정

2.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3. 징계대상자

○ 소속 : 서울메트로 ◧◧◧◧사업소 (행위시 : ▽▽▽처)

○ 직급 : ○급

○ 성명 : ○○○

3. 징계종류 : 경징계

4. 문책사유(비위내용)

위 사람은 '12.4.1. 부터 '12.11.9. 감사일 현재까지 지하철 3호선「지축차량기지 주공장

지붕개량공사(시공사: ◉◉◉건설(주) 대표 ◎◎◎, 공사기간: '12.3.27~'13.11.16,

공사금액: 7,414백만 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 건축물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에 따라 철거 또는 해체 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 기준인 안전

장구 등을 착용하고, 석면을 습윤 처리 후 비닐봉지에 담아 별도로 매립처리토록 규정

하고 있는데도,

- '12.3.27. 지축차량기지 지붕개량공사(33,851㎡)를 시행하기 위해 지붕철거(실제

착공일 ’12.5.3.) 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1구간 3,850㎡ 중 2,100㎡를

부적정하게 철거하여,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로부터 「산업안전

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과태료(12,000천원)를 부과 받아 납부

('12.11.12.)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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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된 석면 현황 >

작업구간 석면의 종류 함유량(함유면적) 비고

1구간(차량입출창) 트레몰라이트(2%) 0.0125㎥

3구간(주공장) 백석면(5%) 6,500㎡

- 철거 작업 진행중 ‘12.9.7.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에서 석면조사 요구가 있어 조사한 결과,

1구간 나머지 지붕(1,750㎡) 퍼티재(무기질계로 밀가루 반죽처럼생긴접착제)에서 트레

몰라이트(2%)가 0.0125㎥ 발견된 것으로 볼 때, 기철거하여 처리한 부분(2,100㎡)

에서 혼합폐기물로 취급하여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한 지붕철거물에는 트레몰라이트

(2%)가 0.015㎡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철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조치할 사항】

○ 위 직원의 행위는 서울메트로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서울메트로 사장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2조에 따라 “경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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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치사항 총괄

   행정상 조치

구 분 계
시정 등

비고
시정 주의 통보

계 20 12 6 2

도시안전실 7 6 - 1

도시기반시설본부 - - - -

SH공사 5 3 2 -

서울메트로 8 3 4 1

 ⇨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재정상 조치

구 분

재 정 상 (단위 : 천원)

계 환 수 감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 282,285 1 12,050 5 270,235

도시안전실 1 12,050 1 12,050 - -

SH공사 2 21,186 - - 2 21,186

서울메트로 3 249,049 - - 3 249,049

⇨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환수․감액 조치 요구

   공무원 등 신분상 조치 : 11명

 

구 분 계
징 계

훈계 경고 주의
중징계 경징계

계 11 - 1 1 1 8

도시안전실 4 - - 1 - 3

SH공사 - - - - - -

서울메트로 7 - 1 -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