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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가, 좋은 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지켜주고,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귀하게 보호하고, 보장하는 국가이며 사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보호 하는 길, 이 길이 바로 국가와 우리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의무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시의 최종 목표라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누구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징후로 사소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전감사를 통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요인을 샅샅이 찾아내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사전에 바로잡는 다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시

에서는 2015년 1월 감사위원회에 안전감사담당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시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증을 

근원적으로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도시 시설물 및 건설공사장의 현장에서 각종 

안전 위해요인을 찾아내어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의 최종목표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에 
있습니다

발간사



그동안 안전감사 활동을 하면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분에게 널리 알리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라는 안전감사 사례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와 그 원인 및 안전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수록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으니,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이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널리 사용되어 더욱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만큼은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원칙으로,

“정보공개와 투명성이 최고의 특효약”이라는 자세로, 

“의심이 확신보다 안전하다”, “1%의 가능성은 100%”라는 믿음으로,  

천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온 정성을 기울여 안전관리를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2016년 6월



주민들은	길을	내거나	관리하는데	동원되는	의무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한	예로	선조	35년	7월에는	길을	닦는	일로	도성	

백성들이	태평관	뒤	언덕	아래에서	흙을	팠는데,	흙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꺼번에	깔려	죽고	다친	자가	수십	

명에	달했다.	그	가족들이	원통해	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여	참혹해서	차마	들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고,	

이때	부역(負役)을	감독한	관원은	그	책임을	물어	파직	

당하였다.	

조선시대

공사장

안전사고에

감독관원을

파직하다

ㅇ
ㅈ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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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2011.	6.	25.

사고 장소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사고 개요
3일째	계속된	호우로	호국의	다리	중	교각	일부와	상판	및	트러스트	

철구조물이	붕괴

피해 현황 다리	전체	467m	중	100m	유실

사고 원인
3일째	계속된	경북지역	호우로	강물이	불어나면서	노후된	교각이	빠른	유속을	

이겨내지	못해	붕괴된	것으로	추정

사고 일시 2014.	2.	17.

사고 장소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사고 개요 체육관에서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물이	붕괴

피해 현황 사망	10명,	부상	124명

사고 원인

건축	관련규정	상	경주지역의	적설하중		

기준이	50㎏/㎡이나	기준	자체가	낮았고,	

지붕이	높은	단층	구조물의	체육관이	폭설	

이후	굳어진	지붕	위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붕괴된	것으로	추정

① 호국의 다리 붕괴사고  

②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1    시설물 운영 중 발생 사고 

1) 교량,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 붕괴사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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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2008.	10.	31.

사고 장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사고 개요
’83년에	준공된	지상	8층	건물의	5층	철거작업	중	건물의	1/3	가량이	

지하	1층까지	붕괴

피해 현황 사망	1명,	부상	1명

사고 원인

건물의	지붕이	없는	상황에서	전날부터	내린	비로	콘크리트에	빗물이	스며들어	

구조	약화와	슬라브	등의	자중이	커졌고,	

기둥이	슬라브와	굴삭기	등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된	것으로	추정

사고 일시 2015.	2.	5.

사고 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사고 개요 1981년	설치된	높이	15m,	길이	210m의	C	등급의	옹벽	30m가	붕괴

피해 현황 차량	40여	대	파손,	주민	300여	명	대피

사고 원인

③ 나산백화점 철거작업 중 붕괴사고

④ 아파트 단지 옹벽 붕괴사고

옹벽	내부	철근이	표준안에	비해	적게	설치

되었고,	옹벽	정상의	배수관	크기와	옹벽면의	

배수구	갯수가	적게	시공되었으며,

이로	인해	빗물	등이	옹벽	내부로	흘러들어	

지반을	약화시키는	등	토사	압력을	견디지	

못해	붕괴된	것으로	추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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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2014.	10.	17.

사고 장소 경기도	성남시	삼평동

사고 개요
높이	약	1.2m	환풍구의	철제	덮개	위에	올라갔던	관람객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면서	약	18.9m	아래로	추락

피해 현황 사망	16명,	부상	11명

사고 원인
위험	지역의	안전요원	미배치,	환풍구	구조내력을	설계	보다	약하게	시공하여	

붕괴된	것으로	추정

사고 일시 2011.	7.	27.

사고 장소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사고 개요
우면산	10여	개	지역의	동시다발적인	산사태로	떠밀려온	토사가	남부순환로와	

아파트	지상	3층까지	덮친	사고

피해 현황 사망	16명,	400여	명	대피

사고 원인
집중호우와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우면산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였고,

군부대·생태저수지	같은	인공	시설물이	산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

⑥ 우면산 산사태 사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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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2014.	5.	2.

사고 장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사고 개요
승강장에	정차	중인	열차를	뒤에	오던	열차가	추돌하여	차량	연결부가	파손

되고	2개	차량이	탈선

피해 현황 부상	388명

사고 원인

ATS(열차	자동정지	장치)	연동제어장치의	프로그램	조정	작업	후	신호	표출	

오류	발생,	현장	ATS	신호기	신호	표출	상태의	확인	점검	소홀,	신호체계	개선에	

따른	관련	부서	사전	협의	미실시	등이	원인으로	추정

사고 일시 2006.	10.	3.

사고 장소 경기도	평택시	서해대교

사고 개요
짙은	안개로	차량	29대가	연쇄	추돌하고	이로	인해	화물트럭	등의	연료탱크가	

터지면서	폭발	및	화재	발생

피해 현황 사망	11명,	부상	46명

사고 원인

가시거리	100m	내외의	불량한	시계에서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가	원인으로	추정

①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역 열차 추돌사고

② 서해대교 차량 연쇄 추돌사고

2) 교통 및 행사장 사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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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2005.	10.	3.

사고 장소 경상북도	상주시	계산동

사고 개요
MBC	가요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관람객이	문이	개방되는	

순간	일시에	입장하면서	사람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

피해 현황 사망	11명,	부상	70명

사고 원인
진행요원의	입장객관리	미흡,	안전요원	부족	배치,	행사보험	미가입	등의	문제가

있었음

④ 상주 가요 콘서트 행사장 압사사고

사고 일시 2014.	4.	16.

사고 장소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

사고 개요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

피해 현황 사망	295명,	실종	9명

사고 원인
과도한	증축,	화물	과적,	화물	결박	불량,	평형수	부족	및	급격한	항로변경	등	

복합적	원인으로	추정

③ 세월호 침몰사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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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2013.	7.	30.

사고 장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사고 개요
교량	슬래브	위에서	방호벽	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	상부	구조물(ST,	Box	Girder	

+	슬래브)이	뒤집히며	높이	약	7~	11m	아래로	추락

피해 현황 사망	2명,	부상	1명

사고 원인
교량	내·외측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나치게	불균형되게	설계,	설계에	대한	시공	

검토	미흡	등이	원인으로	추정

사고 일시 2013.	12.	19.

사고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

사고 개요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를	잇는	고가도로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	거푸집	

및	철골	지지대	등이	콘크리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약	20m	아래로	무너져	내린	사고

피해 현황 사망	4명

사고 원인

거푸집	철골구조물	지지대	설치	불량	등이

원인으로	추정

①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상부구조물 추락사고 

② 남·북항대교 연결 고가도로 철골구조물 붕괴사고

2    건설공사 중 발생 사고

1)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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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2015.	2.	11.

사고 장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고 개요
체육관	지붕	슬래브(H=14.5m,	t=20cm)	콘크리트	치기	작업	중	시스템	동바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

피해 현황 부상	11명

사고 원인
시스템	동바리의	허용	내력	구조검토	소홀,	시스템	동바리	보강재	부실시공,	

콘크리트	타설시	편심과	집중하중이	원인으로	추정

사고 일시 2015.	3.	25.

사고 장소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사고 개요
국지도	23호선	도로공사의	교량	상부	슬래브(L=12m,	t=1.2m)	콘크리트	치기	중	

시스템	동바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

피해 현황 사망	1명,	부상	8명

사고 원인
공사설명서와	달리	교량	옹벽과	상판의	콘크리트	동시	치기와	설계도면과	다른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	간격	등이	원인으로		추정

③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시스템 동바리 붕괴사고

④ 국지도 23호선 도로공사 시스템 동바리 붕괴사고

14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사고 일시 2015.	5.	31.

사고 장소 인천시	신흥동

사고 개요
솟을	지붕,	캐노피	등의	빔	설치	구간에서	근로자들이	부재	조립	및	볼트	조임	

작업	중에	철골구조물이	붕괴

피해 현황 사망	1명,	부상	4명

사고 원인
기둥	사이에	설치해야	하는	대각선	지지대가	없었고,	지붕을	고정하는	와이어	

볼트를	풀어	놓는	등	표준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으로	추정

사고 일시 2009.	7.	25.

사고 장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사고 개요
의정부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교각의	연결작업	중	교각	상부에	놓여있던	대형	

철골	구조물이	약	12m	아래	지상으로	추락

피해 현황 사망	5명,	8명	부상

사고 원인
크레인	조작자의	운전미숙	및	부주의로	인한	교량	부재	간	충돌과	상판	지지대	

결합	부주의	등이	원인으로	추정

⑤ 조달청 창고 신축공사 철골구조물 붕괴사고

⑥ 의정부 경전철 공사장 철골구조물 추락사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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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2007.	6.	3.

사고 장소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사고 개요 신설	가좌역	건설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이	붕괴되어	경의선	선로의	노반이	유실

피해 현황 경의선	상·하행선	열차운행	중단

사고 원인

암반층에	파쇄	대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설계,	지하	굴착	시	흙막이	어스앙카	

천공	구멍에서	토사	및	지하수가	과다하게	유출,	열차	운행	시	발생하는	진동	

등이	원인으로	추정

① 경의선 신설 가좌역 흙막이 붕괴사고

2) 굴착, 절개 등 토공사

사고 일시 2014.	1.	9.

사고 장소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사고 개요
차량기지	구조물의	벽체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작업원이	구조물	배면에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	띠장의	낙하로	하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

피해 현황 사망	1명

사고 원인 제거식	앵커의	풀림	현상	발생,	앵커	정착장의	시공	불량	등이	원인으로	추정

② 경전철 차량기지 흙막이 가시설의 띠장 낙하사고

16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사고 일시 2011.	6.	29.

사고 장소 서울시	도봉구	월계역과	녹천교	사이(초안산	절개지)

사고 개요 사면을	절토	작업하던	중에	집중호우로	사면이	붕괴

피해 현황 사망	1명,	부상	3명,	차량	4대	매몰

사고 원인
대단위	절개사면은	우기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공정	지연으로	우기	중	공사	시행	

등이	원인으로	추정

③ 경원선 이설공사 초안산 절개지 붕괴사고

사고 일시 2006.	7.	16.

사고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안양천	제방

사고 개요
수위	상승에	따라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후	복구한	차수	파일	접속부로	하천

수가	침투하면서	제방이	유실

피해 현황
침수	27ha(주택	398동,	상가	142개소,	공장	90개소)

이재민	438가구	1,075명,	도시가스	공급	중단	등	

사고 원인
제방	절개구간	복구	시	토공	다짐시공	소홀,	제방	차수벽	시공	및	굴곡부	파일	

접합	부분	폐합	시공	미흡	등이	원인으로	추정

④ 안양천 제방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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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2013.	7.	15.

사고 장소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사고 개요
송수	터널	내부의	바닥청소	및	레일	제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한강	수위	상승으로	

차수판이	파손되어	한강물이	유입

피해 현황 사망	7명

사고 원인
강물이	넘치는	위급한	상황에서	근로자	대피	지연,	차수판	용접	불량,	터널	내부

인터폰	등	연락체계		불량	등이	원인으로	추정

⑥ 노량진 배수지(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익사사고

사고 일시 2011.	8.	4.

사고 장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석촌역	사거리

사고 개요 천공	작업	중	지하에	매설된	상수관(D=700mm)이	손괴

피해 현황 사망	1명,	부상	3명,	교통	차량	4대	매몰

사고 원인

공사	착수	전	지하매설물의	현황조사	소홀,	줄파기	작업	시	예상위치에서	지하

매설물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탐사장비로	확인	후	작업을	하여야	하는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

⑤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상수관 손괴 사고

18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사고 일시 2012.	8.	7

사고 장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고 개요
배관	교체를	위하여	굴착(깊이	약	2.7m)	바닥면	정리	작업	중에	굴착	사면의	

토사가	붕괴되어	작업자가	매몰된	사고

피해 현황 사망	1명

사고 원인

지반을	굴착하면서	토질을	고려한	

굴착면의	기울기를	확보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	

⑧ 배관 교체공사 중 굴착사면 토사 붕괴사고

사고 일시 2008.	2.	26.

사고 장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사고 개요
터널	상부	지보공	사이에	숏크리트로	긴급	봉합	조치하였으나,	지하수	압력에	

의한	토사가	계속	유출되어	터널	상부	20m	위에	위치한	도로가	침하

피해 현황 상수도관,	광케이블	및	가스관	손상

사고 원인
침투	수압의	증가와	침투수로의	형성으로	풍화된	지층의	토립자가	터널	내로	

함께	유실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

⑦ 신분당선 터널 굴착 중 막장 붕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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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2015.	9.	16.

사고 장소 인천시	부평동

사고 개요 작업	중이던	크레인	2대가	전복되어	전차선이	파손된	사고

피해 현황 부상	3명,	동인천-부천	간	전철운행	중단

사고 원인
공사현장에	40m	고정식	타워크레인과	20m	높이의	이동식	차량	크레인을	설치

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크레인을	지지하는	부분이	파손되면서	전복된	것으로	추정

② 경인선 부평역 크레인 전복사고

사고 일시 2015.	7.	4

사고 장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사고 개요
신축공사	현장의	외벽	비계	해체	작업	중	비계가	붕괴되면서	근로자가	약	20m	

아래로	추락

피해 현황 사망	3명,	부상	4명

사고 원인
외부	비계에	가새	미설치,	외부	비계	해체	시	외부	비계	고정대(벽	연결재)를	한

꺼번에	해체하여	외부	비계의	내하력	저하

① B 대학교 건물 외부 쌍줄비계 붕괴사고

3) 비계 설치공사 및 건설기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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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사고 일시 2010.	8.	9.

사고 장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사고 개요 신호대기	중이던	대원여객	CNG	버스의	연료	탱크가	폭발

피해 현황 부상	16명

사고 원인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천연	가스통	손상으로	인한	밸브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

② 행당동 버스 폭발사고

사고 일시 2003.	2.	18.

사고 장소 대구시	중앙로

사고 개요
우울증	등을	가진	승객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신이	타고	있던	지하철	객

차	내	에서	방화하여	일어난	화재	사고

피해 현황 사망	192명,	실종	21명,	부상	151명

사고 원인
위기대응	시스템,	지하철	화재	대비와	진압	기술,	전철	객차의	가연성	재질	등이	

원인으로	추정

①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

3    화재 및 폭발 사고

1) 열차 및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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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일시 2014.	5.	26.

사고 장소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사고 개요 식당코너	공사	현장에서	용접	불씨가	인화물질에	옮겨붙으며	화재로	이어진	사고

피해 현황 사명	8명,	부상	58명

사고 원인
가연성	소재인	보온재,	우레탄폼	등이	근접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스배관	

가용접	작업	중	용접불티가	원인으로	추정

② 고양종합터미널 용접 작업 중 화재사고

사고 일시 2008.	2.	11.

사고 장소 서울시	남대문로4가

사고 개요 토지보상	문제	등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방화하여	일어난	사고

피해 현황 국보1호	숭례문	전소

사고 원인
소방당국과	문화재청의	대처,	초기진압	실패,	화재감지기	및	경보	설비	부재,	

숭례문	개방에	따른	관리	미흡이	원인으로	추정

① 숭례문 화재사고

2)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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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서울	성곽길을	걷다보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각자성석(刻字成石)”이	그것이다.	요즘으로	보면	‘공사	

실명제’라	할	수	있다.

보통	“각자(刻字)”라고도	하는데	성곽의	돌	위에	성곽	

축조	당시에	참여한	공사책임자나	감독관은	물론이고	

석공의	이름과	그들의	공사담당	구간까지도	새겨둔	우리		

조상들의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제일의	마음	가짐을	

알수	있다.

요즘의	공사실명제,	건축실명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돌에	새기며	소명을	가지고	쌓은	성곽이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굳건한	이유를	알	듯	하다.	

조선시대의

건설현장

“책임시공”

제도

ㅊ
ㅇ
ㅅ
ㄱ



정조는	1794년(정조17년)	1월	화성	성역(城役)을	시작한	

후	같은	해	11월	돌연	공사를	중단했다.	그	이유는	심한	

가뭄으로	전국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정조는	신하들에게	내린	윤음(綸音)에서	“흉년이	

들면	토목공사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을	예기(禮記)에

서	들었고	조정의	정자를	치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춘추

전(春秋傳)에서	보았다”며	중지를	명령하였다.

또한,	경지정리를	하며	도랑을	팔	때	깊이를	살펴	한길,	

또는	반	길	가량	파고	임금을	날짜로	계산하지	말고	져	

나른	짐을	기준으로	하되	푯말을	세워	원근을	계산하며	

차등을	두라고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지시까지	하였다.

정조가	화성	축성을	일시	중지하고	백성의	민생	대책을	

제시하는	일종의	담화문인	윤음을	내린	것은	현재의	

우리시	건설행정	등에	있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시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로	건설	근로자의	노임	체불문제와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어 

꼼꼼하게 

해결책을 내놓다.

ㅎ
ㄱ
ㅊ



안전감사 유형별 
지적사례

Ⅲ



(1)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지침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목적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발행처 :	국토교통부(2015.	7.)

 주요내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	

 발행처 :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2010.	12.)

기본사항의 이해

1    기존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1)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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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재료시험

-	안전등급의	결정

-	보수·보강	방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

③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

 발행처	:	국민안전처(2015.	4.)

 주요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해제	및	관리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방법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일상관리

-	일제조사,	안전점검	등	기록관리	및	보고

-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	재난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2)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매뉴얼

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매뉴얼

 목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사용하는	

									평가서식	제공	

 발행처	:	한국시설안전공단(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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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심의서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평정표

-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배점기준	

②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매뉴얼

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를	위한	안전점검	방법	및	요령을	제시

 발행처	:	국민안전처(2013.		4.)

 주요내용 

-	시설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분야별	안전점검	평가방법

-	자체안전점검	항목	및	평가방법

-	재난관리시스템(NDMS)	입력	요령

③ 분야별 안전점검 매뉴얼 목록

※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

매뉴얼명 발행처 발행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국토해양부 2013.	7.

교량	유지관련	매뉴얼 한국시설안전공단 2014.	12.

재난대응	지원	매뉴얼 한국시설안전공단 2014.	8.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자체안전점검	매뉴얼 국토해양부	/	한국시설안전공단 2013.	12.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 한국시설안전공단 2015.	5.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매뉴얼 한국시설안전공단 2014.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해설서
(공통편,	건축물,	터널,	댐,	상수도,	항만,	교량,	하구둑,	

수문,	제방,	하수처리장,	옹벽,	절토사면	등	13종)	

한국시설안전공단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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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1) 시설물 관리주체 미지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감사 지적사례

현황 및 문제점

[	전기설비	난잡	설치	] [	배수관	누수	] [	쓰레기	방치	]

 상호	합의하여	관리책임자를	공동수탁자로	정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명확히	명시

 야구장은	서울시와	공동수탁자	간의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음

❶	각종	시설물을	집합	수용하고	있는	지하층(24,770㎡)은	위탁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소와	공동수탁자가	서로	관리책임을	미루고	있음

❷	전기설비	무질서,	배관의	누수,	각종	쓰레기	방치	및	에어컨	실외기에는	먼지가	쌓여있어	

화재위험이	있는	등	각종시설이	정리·정돈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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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2) 시특법 적용 대상 수도시설물 관리누락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	수도시설에서	누락되어	관리	사각지대	발생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등에	따라	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나

 
❶		 	도수관로는	“상수도	시설물	점검업무	지침”에	따라	관로가	지나가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여러사업소를	거치는	도수관로는	관리	누락되었고	송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은	전수	관리대상에서	누락됨

❷	 	관리	누락된	도·송수관로,	가압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	등록·

관리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❸	 	기술심의를	받지	아니함

조치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시설물로	지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전산시스템(FMS)에	등록	및	각종	안전점검	등	실시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	준공	전에	반드시	건설기술심의	이행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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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구장 시설물의 특정관리대상에서 누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등에	운동시설을	위한	높이	6m가	넘는	철탑	등은	“특정

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❶	높이	10∼40m의	안전	그물망용	철재	기둥(각	59개)과	조명탑(각	6개)이	있는데도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미등록	및	법정점검	

미이행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함

조치내용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여	정기적	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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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후화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시스템 부재

 3만㎡인	A자원회수시설은	시특법	대상으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음

 체계적인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및	시설물	손상	관리	필요

현황 및 문제점

 
❷	점검체계	부재로	준공	후	14~19년이	지났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2014.	9월에	시행

한	1회의	정밀점검용역	외는	안전점검	미실시		

❸	재활용	선별장의	건축물	기둥	및	외장재	탈락	등	주요	부재에	결함사항이	여러	곳에서	발생

되었으나	조치	없이	방치

구  분
법정 대상 법정관리 제외 대상

C시설 D시설 E시설 F시설

준공일분 2005.	05.	21 1996.	02.	28 1987.	01.	15 2001.	12.	29

연 면 적 30,372㎡ 13,166㎡ 29,035㎡ 27,195㎡

❶	그러나	150m의	굴뚝과	비슷한	규모의	소각시설이	있는	3만㎡미만의	3개	자원회수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형화된	안전관리	체계	부재	

법 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적용대상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

※	건축법	제2조(건축물용도)제2항	제22호

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은	제외

조치내용

 「시특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준용하여	정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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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강 하저터널의 비상방수문에 대한 비상훈련 부적정

 한강	하저터널의	비상	방수문은	「기계설비관리규정」에	따라	기계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시험운전	비상훈련을	연1회	실시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기계의	작동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합시험운전	비상훈련을	

4년에	1회	실시하고	있음

조치내용

 연	1회	이상	비상방수문	종합시운전을	실시하도록	조치

(6) 야구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미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체육시설조례	개정	등으로	사용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

야구장의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조례에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심판

실,	임원실,	중계실	등	부대시설(73.32㎡)을	1년	중	194일	동안	무상(연간	11백만원)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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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의 이해

2) 도로 시설물

 
가. 도로 일반 및 포장

(1) 도로구조 일반

① 횡단면의 구성요소

 차도,	중앙	분리대,	길어깨,	정차대(차도의	일부),	측도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보도,	식수대,	환경시설대

② 평면곡선과 완화곡선

 평면곡선 : 한	평면위에서	형성되는	곡선	

 완화곡선 : 	직선부와	평면	곡선	사이	또는	평면곡선과	평면곡선사이에서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곡선반경이	변하는	곡선

안전진단

③ 포장의 구조

[	아스팔트포장	] [	콘크리트포장	]

※	아스팔트	포장종류	:	밀입도	아스팔트,	SMA(Stone	Mastic	Asphalt),	배수성아스팔트,	개질	아스팔트(SBS,	

																												SB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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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면표시

① 색 채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	표시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전용차로	등)

② 선 종류

 실선 :	백색실선은	횡단,	회전	등을	제외하고	넘어서는	안된다는	뜻

 점선 : 백색점선은	교통상	지장이	없을	때	추월	등을	위하여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의미

 황색실선 : 넘을	수	없는	선으로	차로	변경금지	또는	추월금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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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완화곡선 미설치로 안전운전 저해

감사 지적사례

 LH공사의	요청으로	 4차로	확장계획을	 6차로로		

변경하면서	실시한	설계보고서는	설계속도	60㎞/hr는	

직선부와	평면곡선	사이에	완화곡선	등을	설치토록	

규정

현황 및 문제점

❶	원곡선과	직선부가	만나는	12개소에	35m이상의	완화곡선,	편경사	등을	미설치

❷	향후에	교통사고	발생	시	시설기준	미달에	대한	관리청의	책임이	따를	수	있음

조치내용

 도로	선형을	조정하여	기준에	맞게	완화곡선	등	설치

※	완화곡선	:	자동차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곡선반경이	변하는	곡선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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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스팔트포장의 품질시험 방법 및 횟수 부적정

 아스팔트포장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2)-1 우리시 시방기준 잘못 설정

❶	우리시의	시방기준은	품질시험	횟수를	국토교통부	고시와	다르게	규정

구 분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서울시 시방기준

시험빈도 제조회사	마다,	1일	1회	이상 노선	마다

❷	1개소에	2일	이상	소요되는	50a	1)	이상의	공사를	평균	1.05회	실시하였고,	3일	이상	소요		

되는	150a	이상의	공사는	평균	1.25회	실시

포장 규모

A 사업소 B 사업소

시공현장

(개소수)

품질시험(횟수) 시공현장

(개소수)

품질시험(횟수)

재료시험 두께시험 재료시험 두께시험

50a 미만 21 24 35 341 25 48	

50a 이상 19 22 87 37 37 121

150a 이상 9 13 107 7 7 66

※	두께	시험은	대부분	규정에	따라	30a	마다	정상	실시		

1)	1일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포장의	물량을	50a로	추정함(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름)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에	따르면	1개소에	2일	이상	걸리는	도로포장공사는	2회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2)-2 아스콘에 대한 1일 1회의 품질시험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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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규모

A 사업소 B 사업소

시공현장

(개소수)

품질시험(횟수) 시공현장

(개소수)

품질시험(횟수)

재료시험 두께시험 재료시험 두께시험

20a 미만 63 - - 22 - -

20a 이상 66 2 4 7 2 4

50a 이상 22 1 3 2 1 3

❸	긴급	등에	따른	포장	복구공사는	소규모라는	사유로	공사에	1일	이상	소요되는	50a				

이상인	공사도	품질	시험을	거의	실시(4%)하지	않음

조치내용

 품질시험의	횟수를	1일	1회	이상	또는	1일의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시행토록	우리시	시방기준	

개정·시행	

 긴급	등에	따른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시공규모	등에	따른	세부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운영	

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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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된 아스콘으로 포장공사 시행

 당해	품질시험계획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품질	

시험을	실시하고,	불합격	자재는	현장에서	반출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❶	현장에	반입된	기층용(t=15㎝)의	아스팔트콘크리트(#467)	 720톤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하였으나	불합격되자	재차	시험	의뢰하였고,	재시험	결과도	공극률과	포화도가	불합격

되었는데도	포설된	포장에	대하여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함

시험의뢰일자 공극률(%) 포화도 흐름값(1/100㎜) 안정도(N) 합격여부

기 준 치 4~6 60~75 10~45 5,000이상

2014. 12. 7.1 57.2 37 18,655 불합격

2015. 01. 8.3 51.8 38 9,974 불합격

❷	B현장에서는	포장도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감독과	함께	시료	채취하여	품질시험	의뢰		

결과	3차례	불합격되자	다른	현장	시료	채취를	근거로	준공처리

※	전문가	의견	:	공극률이	크고,	포화도가	낮은	경우	공기와	수분이	쉽게	침투되고	아스팔트	바인더	산화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포장면	조기	파손,	포트홀,	라벨링(ravelling)이	발생

조치내용

품질	불합격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한	구간에	대하여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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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불량	시공으로	침하,	물고임,	평탄성이	불량한	구간	전수	재시공	조치

(4) 시공 불량으로 도로 침하, 물고임 및 표면굴곡 발생

 도로굴착복구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부는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서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깊은	곳이	3mm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❶		2.5cm	~	3cm	침하되어	평탄성	불량	및	물고임	현상으로	교통안전에	장해

❷	맨홀주변	포장면	박락,	신구접합	및	평탄성	등	불량으로	포트홀	발생

40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5) 아스팔트 포장의 침하, 재료분리 등 하자사항 미조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9조에	따라	연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사항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조치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❶	굴착복구	구간의	도로	연장	412m	중	240m가	2㎝이상	침하되는	등으로	물고임	현상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도	2회의	하자검사를	하면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방치

❷	포장면에	균열,	침하,	재료분리	등	하자(폭3.3m,	연장90m)가	발생되었는데도	총	3회의	

하자검사를	하면서	발견하지	못하여	방치

[	5.6㎝	침하	:	물고임	]

[	표면	침하로	빗물고임	] [	평탄	불량,	표면굴곡	]

[	균열,	재료분리	:	포트홀	]

조치내용

 하자	발생부분에	대하여	재포장	등	하자보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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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의 동상방지층 과다 적용으로 예산낭비

 2012.	8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교통부)의	지역별	동결지수(℃·일)	및	동결	기간(일)의	

값이	3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어	포장	두께가	동결깊이	보다	큰	경우	추가로	동상방지층을	

설치할	필요가	없음

현황 및 문제점

동상방지층에	대한	설계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포장두께(47㎝)가	설계	동결깊이(4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동상	방지층	생략이	가능한데도	설계변경	조치	없이	방치

※	Z	(	Z	:	동결깊이(㎜),	C	:	보정상수(3~5),	F	:	동결지수(℃일)	

[	동상방지층	설치	단면	] [	개선	조치	]

조치내용

 설계	변경하여	149백만원	감액조치하고	다른	기관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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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 [	기초콘크리트	부실시공	]

조치내용

 재시공	조치

(7) 도로의 경계석 기초 부실시공 및 미끄럼 저항 기준 미달

현황 및 문제점

(7)-1 경계석 기초 부실시공

 설계도면에	차도	등	경계석의	기초	콘크리트는	거푸집을	사용하여	정형으로	만들고	그	위에				

경계석을	5㎝깊이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혼합골재는	일정한	입도가	유지되어야	함

[	기초콘크리트가	흘러내림	]

총	1,411m의	경계석	기초콘크리트를	거푸집	없이	또는	한쪽	면만	설치하고	경계석이	기초에	

묻히지	않도록	시공하여	좌우로	밀리는	등	부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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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중앙버스	정류장	15개소의	횡단보도	턱	낮춤부	경계석	총길이	189m는	일반	화강석인		

경계석으로	부적정	시공

❶	발주청에서는	기준에	미달되는	자재를	구매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에	대한	검토	

소홀로	조치	없이	시공시켜	기	시공된	도로	경사	2%미만,	2%	이상의	경계석에서	3개

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37∼38BPN	및	41BPN으로	기준에	미달됨.

(7)-2 도로경계석 표면 미끄럼저항 기준 미준수

 경계석의	미끄럼저항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등에	따라	경사	2%	이하는	40BPN	

이상,	2~10%는	45BPN	이상	되도록	해야	함.

 설계서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구간에는	미끄럼	저항기준	50BPN	이상인	논슬립	경계석을	시공

하도록	되어	있음.

조치내용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재시공	및	미끄럼	저항	보완시공	하도록	조치

[	미끄럼저항기준	미달	]

[	횡단보도	앞	논슬립	경계석	미사용	]

[	혼합골재	재료분리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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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횡단보도 구간의 보도경사 부적정

 설계도면에도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버스승강장	접근	보도의	기울기는	8%(1/12)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15개소의	정류장	횡단보도	구간에서	버스승강장으로의	접근	경사로의	기울기를	1/5~1/6	

(16~20%)으로	부적정하게	시공

[	설	계	:	1/12,	8%	]

[	접근	경사로	급구배	시공	]

[	시	공	:	1/5~1/6,	16~20%	]

[	접근	경사로	급구배	시공	]

조치내용

 재시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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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도포장시 횡단경사 시공 부적정 

 설계도면에	보도의	횡단경사는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수로가	있는	차도측으로	하향	2%로	설계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❶	보도	확장구간(길이	43m,	면적	130㎡)의	횡단경사를	발주청에	실정보고	등도	없이	보도의	

중앙부(기존	보도측)	쪽으로	1.3~2.8%의	하향	구배로	시공하여	보도	중앙부에	물고임	

현상	발생	등	배수체계를	불량하게	시공

[	설계	]

[	보도	횡단경사	부적정	]

[	시공	]

[	보도	횡단경사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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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서에	따르면	보차도	경계석	사이의	10mm	공간에는	몰탈을	밀실하게	채우고,	차도변	L형	

측구에는	6m	간격으로	폭	6mm,	깊이	4mm의	수축	줄눈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

 공사용	자재는	도로점용	허가조건에	따라	임시	보행로와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❸	임시	보행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도로상에	적치한	공사용	자재를	안전휀스	등으로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공사장	안전·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함

❷	경계석(43m)의	줄눈	간격을	2~5mm로	시공하여	경계석	간	부딪침으로	모서리부	파손이	

우려되며,	L형	측구에는	수축	줄눈을	설치하지	않음

[	경계석	10mm	유간	미확보	]

[	임시	보행로	미	설치	및	자재	방치	]

[	L형	측구	6m	간격의	수축줄눈	미설치	]

[	임시	보행로	미	설치	및	자재	방치	]

조치내용

 보도의	횡단경사를	역구배	시공,	L형	측구	등은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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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도포장의 기층 두께 부족 및 불량자재 사용

 교량하부	보행로	공사의	설계도면에는	보도의	기층을	혼합골재로	두께	30㎝,	모래층	4㎝,	

포설·다짐	후에	두께	6㎝	보도블록을	시공토록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❶	보도	기층	두께를	평균	13㎝(43%)로	시공(17㎝부족	시공)

[	설계	]

[	설계	30㎝	→	시공	13㎝	]

[	시공	]

[	설계	20㎝	→	시공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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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에는	기층	혼합골재	10㎝,	모래층	4㎝,	두께	6㎝의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음

❷	기층두께	10㎝를	모래로	시공하여	4개소에서	최대	10㎝	깊이로	함몰·침하

❸	기층의	두께를	7.5㎝로	부족시공,	15개소에서	평탄성	불량	등	하자발생

[	설계	] [	시공	]

[	설계	] [	시공	]

[	기층	10㎝	혼합골재	→	모래	시공	] [	표면	함몰ㆍ침하	]

❹	두께	10㎝의	기초	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고	혼합	골재로	시공하여	진·출입차량의	충격	

등에	의한	침하	등	하자발생

조치내용

 재시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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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도상의 장애인용 점자 블록을 기준과 다르게 시공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09.	11.	11)에	따라	

 점형	블록은	경계석	차도	끝단에서	30㎝	전면에,	선형블록은	횡단보도의	진행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보도폭의	4/5	지점까지,	점·선형	블록의	세로	폭은	60㎝가	되게	설치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❶	점형	블록을	보도의	끝단에서	50㎝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고,	점자블록의	폭을	30㎝로,		

선형	블록의	길이를	보도	폭의	1/3	지점	까지만	설치하는	등	기준에	미달되게	시공	

❷	점자블록은	규격품인	30㎝×30㎝의	블록을	사용하여야	하나,	규격품이	아닌	10㎝×20㎝의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시공

❸	점자블록의	정밀시공	미흡	등으로	블록	간	틈새	과다	및	침하	발생

[	설계	] [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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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설치기준에	미달되거나	불량	시공한	구간은	전면	재시공	조치

[	설계	폭	60㎝	→	시공	폭	30㎝	시공	]

[	설계	폭	60㎝	→	시공	폭	30㎝	시공	]

[	규격품	미사용	및	끝단과	이격거리	부족	]

[	설계	폭	60㎝	→	시공	폭	30㎝시공	]

[	선형블럭	설계	길이	보도	폭의	4/5	→	시공	1/3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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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선 등 노면표시 도색성능 미달사항 미조치

 도로	노면표시	도색공사의	시방	규정에	따르면	재귀반사	성능은	시공후	7일	경과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	후	1주일	이내로	측정	하도록	규정

현황 및 문제점

(12)-1 재귀반사성능 미측정

❶	교통안전시설물	보수공사의	포장도로	도색공사는	6개월경과	시점에서	연장	대비	A	사업소는	

38%,	B	사업소는	43%	재귀반사성능을	미측정

구   분

계 측    정 미 측 정

개소 연장(㎞) 개소 연장(㎞) 개소 연장(㎞)
(%) (%)

A 70 252 9 33 61 87 219 87

B 125 219 - - 125 100 219 100

❷	도로포장	정비공사에	수반되는	도색공사는	연장대비	6개월	경과시점에서	A	사업소는	87%,	

B	사업소는	100%	재귀반사성능을	미측정

 위	재귀반사성능	측정결과	이	중	90%가	아래	시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도록	규정	

(12)-2 재귀반사성능 기준미달 현장 재시공 조치 미이행

구  분
재귀반사성능(mcd/㎡·Lux)

두   께
백 색 황 색 청 색

시 공  후 240 150 80
2㎜

6개월 경과 후 120 7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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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감사기간	중	도색	후	6개월	이하의	현장을	대상으로	실제	재귀반사	성능을	측정한	결과	

전체가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남

사업소
측정 대상 총 측정 

개소수

기준값 이상

(90%이상) 불합격
재시공비

(백만원)
노선수 연장(㎞) 개소 평균 %

계 13 62.0 150 52 34% 전체 220

A 7 30.5 75 28 37% 전체 114

B 6 31.5 75 24 32% 전체 106

[	백색	기준미달(120→15mcd/㎡·Lux)	] [	황색	기준미달(70→52mcd/㎡·Lux)	] [	도색	표면	박리·박락	]

[	재귀반사성능	부족	] [	도색	작업	중	] [	도색	작업	완료	]

조치내용

 시방	규정에	따라	재귀반사	성능을	측정하도록	조치

 성능측정결과	기준	값	이하인	13개	노선	62㎞	전면	재시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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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1) 교량 형식

기본사항의 이해

나. 교 량

[	거더교(T형)	] [	라멘교	]

[	현수교(자정식)	]

[	사장교	]

<	방사(Radiating)	형	><	부채(Fan)	형	>

[	타이드	아치(Tied	arch)	교	] [	와렌	트러스(Warren	truss)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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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요소

 상부구조 	:	주거더(Main	Girder)를	비롯한	자동차나	보행자	등을	직접	지지하는	구조

 하부구조	:	교대,	교각	등	하중을	기초	지반으로	전달하는	구조

(3) 교량 받침부

 상부구조에	작용하는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	하고	상부구조의	신축	및	회전에	능동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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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축이음부

 교량	상부구조의	변위와	변형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2차	응력	발생을	최소화	하고	차륜이	교면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평탄성	유지

[	맹	조인트	]

[	앵글보강	조인트	]

[	Coupling	조인트	]

[	강핑거	조인트	]

[	Transflex	조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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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형 콘크리트 박리·박락으로 콘크리트 조각 낙하

현황 및 문제점

 한강공원	위에	위치한	교량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질	경우	이용시민에게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즉각적인	보수·보강을	해야	함

감사 지적사례

[	콘크리트	덩어리	낙하	]

슬래브	단부	및	중앙	분리대	하면의	콘크리트가	박리/박락,	철근	노출	등으로	콘크리트	조각이	

한강공원으로	낙하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사유로	점검하지	않아	이를	

모른	채	방치

[	콘크리트	박락	] [	슬래브	하면	철근부식	]

[	낙하	방지시설	설치	]

조치내용

 우선	낙하방지용	판넬설치	및	탈락	콘크리트	제거

 콘크리트	면보수	또는	슬래브	누수	등에	대한	보수·보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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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진받침 침하로 주행차로의 신축이음부에 단차 발생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전용도로의	교량받침	178개를	교체하는	당해	시방서에	따르면,	모든	받침에	대하여		

국·공립	시험기관	등에	의뢰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❶	5개소만	시행하는	것으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능검사	실시한	14개도	받침의	

납품업체인	㈜A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적정한	방법으로	시행

 시방서(AHSSTO	200214.6.8.4	Elas-tomeric	Disc	

기준적용)에	두께	41mm의	폴리우레탄	디스크는	10%	

(4.1㎜)	이상	침하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

[	면진받침(EQS)	분해도	]

❷	교대	3개소의	받침이	최대	 11㎜까지	과도하게	침하되어	주행차로의	신축이음장치가	

0~30㎜	단차가	발생되었는데도	신축이음장치만	보수하도록	지시함	

❸	이에	전수조사	한	결과	8㎜이상	과도하게	침하된	곳이	3개소,	 11㎜	이상	침하된	곳이				

9개소인	것으로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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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된	면진받침	]

[	잭킹	및	기초	절취	]

[	일산방향	교대	A3	]

[	규격	및	제자리	위치	조정	]

[	신축이음	단차	현황	]

[	교체	완료	]

조치내용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긴급	실시한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과도하게	침하된	교량받침	12개는	

재시공	조치(1.4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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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받침교체 설계 불량으로 교각에 수직균열 발생

현황 및 문제점

 2003년에	교량받침을	교체한	A	대교의	2011.	12월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르면,	교각	2개소에	

발생된	폭	1.2㎜	균열을	보수·보강할	것을	제시함

❶	이를	조치하지	않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균열	폭이	4~5㎜까지	진행	상태인데도	알지	

못하고	방치함

❷	전문가	자문결과,	면진	교량받침	교체	시	받침	면적이	확대되어	받침의	지압면이	철근	

배근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교각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	

조치내용

 안전사고를	대비해	우선	응급	보강	조치하고,	단면보강	조치	

[	교각	균열	발생	위치	] [	교각	상부	폭	4~5mm의	균열	발생	]

60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조치내용

 보강조치	완료

(4) 받침 시공 불량에 따른 작동 불량으로 상부몰탈 파손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전용도로	고정단	교량받침	800톤의	준공도면에	따르면,	상부	받침	콘크리트는	상부	철판

(Sole	Plate)	단부에서	약	45°	각도로,	앵커볼트는	수직으로	시공하도록	규정

※	전문가	의견	:	교량받침의	작동	불량으로	상부	구조의	신축량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신축부의	유간부족,	

																				 고정단의	저항력	부족이	원인으로	판단	

받침	콘크리트를	수직으로	시공,	4개의	앵커볼트가	교량의	단부	쪽	(P26)으로	밀려	기울어

지고,	상부	볼트는	빈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콘크리트가	파손

[	준공도면	] [	볼트	경사,	부몰탈	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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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간	부족으로	콘크리트	박락		] [	유간	측정	현황]

조치내용

 기초콘크리트	신축이음부에	필요	유간	확보

(5) 교량 신축이음부 유간 부족으로 콘크리트 파손

현황 및 문제점

 유지관리지침서에	철교의	방호울타리	기초콘크리트의	신축이음부는	신축거동에	따른	신축량을	

고려하여	20.7㎜의	유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정밀점검	용역결과	신축이음부	5개소의	유간이	6㎜~17㎜	밖에	되지	않아	기능	저하가	우려

된다고	지적하였는데도	2년이	경과된	상태에서도	조치하지	않아	콘크리트	박락	등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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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후면이	바뀌어	설치됨	] [	볼트	여유장	부족	]

(6) 철교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형상 잘못 배치로 안전성 위해(危害)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1999년	9월)」에	따르면	차량방호울타리는	곡선부의	내측이	도로	

안쪽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관련	지침에	맞게	방호울타리	전면	교체

❶	1979년	건설된	교량의	차량용	방호울타리(1,235m)는	전·후면	모양이	정반대로	바뀌어	

설치되어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음

❷	사고발생시	시설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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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강교량의 신축이음장치 부실시공

 설계도면에	따르면	교량의	신축이음부는	신축	작용을	수용하기	위한	유간(8∼13㎝)이	확보되도록	

되어	있고,	신축이음	장치의	주변은	철근을	규격·치수에	맞게	가공·조립·배근하도록	설계됨

현황 및 문제점

❶	교체한	7개소의	95m	구간은	유간에	콘크리트가	채워져	신축	작용이		구속되고	일부	철근	

배근이	누락

❷	콘크리트가	심하게	박리·박락되고,	철근은	노출로	부식됨

조치내용

 신축이음부	보수구간	재시공	조치

[	설계	]

[	콘크리트	덩어리	낙하	]

[	시공	:	유간부가	콘크리트로	채워짐	]

[	콘크리트	덩어리	낙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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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포장층 침투수 처리용 배수시설 미비로 보도 파손 및 강재 부식 우려

 교량의	아스콘	포장층을	침투한	물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설계·시공하여	겨울철	포장층	

파손과	주형의	강재	부식을	방지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폭	4m	보도의	중간부분에서	주형	강판이	12mm~24mm	돌출되게	설계·시공되어	아스콘	

포장층을	침투할	물의	고임	등으로	포장층의	들뜸·균열과	강재	부식이	우려되는	상태인데도	

조치	없이	방치

조치내용

 30m	간격으로	30㎜의	유도배수관을	12개	설치

[	보도	바닥의	강판에	턱이	생겨	포장층	침투수의	배수처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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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량 보도구간 콘크리트 포장 부실시공으로 균열 다수 발생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당해	공사시방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습윤양생하여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품질관리	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균열발생	부분	재시공	조치

[	발생된	균열	] [	콘크리트	포장	완료	][	균열발생	콘크리트	파쇄	]

콘크리트	두께	5cm	절삭	후	무수축	몰탈로	보도	포장공사를	하였으나,	습윤	양생을	하지	

않는	등	품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폭	0.2~0.4mm의	망상형	균열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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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량 힌지부 안전관리 부적정

 안전점검을	하는	때에는	각종	부재에	대한	세심한	외관조사	등을	통하여	결함을	발견하고	적정	

조치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신축이음	장치	및	가로보	보수	완료

안전점검[안전진단(’11년),	정밀점검(’12년),	정기점검(’12년)]을	실시하고도	주요	부재인	힌지핀	

2개소의	균열과	파손	등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	적기	보수되지	않음

[	교량	구조도	]

[	힌지부분	상세도	]

[	힌지부분	단면도	]

[	힌지핀	균열	및	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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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철도 시설물(터널)

(1) 터널과 지하차도

 터널 : 	도로,철도	또는	수로	등	지하공간을	활용해	통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중에	축조하는	

지하구조물,	막혀있는	산·언덕	등을	뚫는	것

 지하차도 :	도로의	교통	체증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로	도로를	내린	지하구조물

(2) 터널의 종류

 터널 :	지표면	하에서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단면적	2㎡이상의	지하구조물

 도로터널 :	지표면	하에서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단면적	2㎡이상의	지하구조물

 도시철도터널 :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건설	또는	관리하는	철도상의	터널로서	터널의	연장은	도시

철도건설규칙에서	규정한	정거장이	포함된	지하터널	입출구부를	기준으로	함

 일반철도터널 :	철도법에	의한	철도상의	터널

 지하구조물 :	지표면의	하부에	설치된	구조물.	단,	지상건축물과	연결된	지하구조물은	건축물로	봄

(3) 터널 시공방법 및 라이닝의 재질에 따라 터널 분류

① 재래식 터널(ASSM- American Steel Support Method)

-	암반이나	토사	등의	지반을	강지보재에	의해	지지하면서	굴착하고,	최종적으로	라이닝을							

			설치하여	완성하는	공법

-	전단면굴착,	상부	반단면굴착	등	터널을	형성하는	주변지반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공

			법들이	적용	

기본사항의 이해

조적식	라이닝

콘크리트	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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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NATM (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	굴착면	주변	지반에	링(ring)모양의	지지구조체	형성을	꾀하고자	하는	공법

-	암반의	지질공학적인	거동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지보공을	시공하고	단면의			

			폐합,	계측을	통한	변형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경제적으로	지보구조를	최적화

③ SHIELD터널 	  	콘크리트세그먼트	라이닝

-	함수량이	많은	사질토,	점토	등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한	터널	시공법

-	강재의	원형	또는	마제형의	실드를	지반	중에	압입하여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굴착하고	

			후부의	테인	내에	세그먼트	라이닝을	동시에	설치하는	공법

④ 개착터널(지하차도, 지하정거장, 지하역사) 	  	철근콘크리트

-	개착공법(open	cut	method)은	지표면에서	큰	도랑을	굴착하여	그	속에	지하구조물을	구축하고

			완성된	후	매몰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법

무근	콘크리트	라이닝

철근	콘크리트	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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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사례

가. 본선 구조물 및 궤도

(1) 하저터널 전차선 주변 구조물의 콘크리트 박락

 도시철도터널의	본선	구조물의	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은	열차의	안전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보수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방수문	주변	터널	천장부의	콘크리트가	보강철재와의	부착력	부족	등으로	일부가	떨어져	있고

(1개소,	10㎝×25㎝),	열차운행시	진동	등에	영향으로	추가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도	안전

조치	없이	방치

조치내용

 터널	천장부의	낙하우려	콘크리트는	우선	제거조치

 준공도면으로	구조를	확인하고,	현장	세부조사	등을	통해	적합한	보수방법을	선정하여	조치

[	천장부	콘크리트	박락	] [	천장부	콘크리트	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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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철 궤도의 도상콘크리트 균열보수 지연

 궤도의	기초인	도상콘크리트는	열차운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생된	손상은	

사전에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	전문가	의견	:	균열이	진전될	경우에는	직결도상	지지력	약화로	연결되어	열차	운행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하저	터널의	도상콘크리트에	발생된	5개의	균열은	폭이	2~7㎜로	허용	범위를	초과한	진행성	

균열로,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도상레일	결속장치의	이완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데도	

보수조치	없이	방치

[	전		경	] [	균열	발생	][	궤도시설물	구조(예시)	]

조치내용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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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강장과 전동차의 바닥높이 단차 기준 초과

 지하철	승강장	연단과	전동차	바닥	간	단차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❶	A에서	관리하는	47개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면서	계약조건에	“승강장	연단과	

차량	바닥	간	단차가	+50㎜를	초과하는	곳만	연단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다수	역사

(30개	이상)에서	15~50㎜	단차가	발생되는	결과	초래

❷	B에서	관리하는	12개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을	민간투자사업(BOT)으로	설치하면서	승강장	

연단의	높이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서	제외시켜	6개	역사가	40~80㎜의	과도한	

단차가	발생됨

조치내용

 현장	여건상	조정이	용이한	역사를	우선적으로	조치

 기타	역사는	철도	레일	또는	승강장	안전문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장·단기		대책	

수립	시행

[	규정	] [	현재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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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차선로 편마모 레일의 교체 부적정

 선로의	정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로정비	규정」에	따르면	레일의	편마모	

한도는	15mm로	정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❶	자체	방침은	규정과	다르게	60㎏	레일의	편마모	교환기준을	17mm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

❷	최근	5년간의	편마모에	따른	레일(60kg)	교체	96건	중	82건(85.4%)은	15mm를	초과

하였고,	17mm를	초과한	경우도	13건(13.5%)이나	되는	등	위	규정을	초과하고	있어	탈선	

등	위험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행

조치내용

 「선로정비	규정」에	있는	레일	편마모	교환	기준의	적정여부를	검토

 기준에	맞게	운영하여	열차의	탈선	예방	등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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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각	역사별	침수	수위를	고려한	높이	기준이	없어	일부	역사는	지반의	해발고도가	낮은	

입·출구부에	오히려	낮은	차수판을	설치하여	무용지물화

❷	역사의	입·출구부	통로의	관리주체가	각각	상이(민간,	공공)하여	혼선	초래

나. 지하철 역사

(1) 지하철 역사 출입구의 차수판 설치높이 부적정

 지하철역사의	입·출구부	차수판은	그	지역의	침수	수위	이상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지역특성에	맞게	해당	역사의	침수수위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차수판	제작·운영

(2) 도로상의 지하철 환기구 높이 부족 설치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환기구의	높이를	설계	도면과	같이	0.8m이상	인상	조치

 인접	녹지대로	이설한	환기구(H=1.5m)는	우기시	노면수	유입에	따른	역사	침수	예방을	위해	

지표면에서	0.8m	높게	설계됨

지표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하여	우기시	지하철	역사	

노면수	유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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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간에 역사 출입통로 조명시설 미점 등 사고 발생 우려

 공공의	출입	통로인	민간건설	지하철	입출구에	대하여도	일반	통행인의	안전	및	편의	등을	

위해	조명시설을	인접한	다른	통로와	같은	체계로	운영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출입통로의	조명시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나	민간에서	건설·

관리하는	5~6번	출입구의	조명시설은	저녁	10시에	차단되어	계단에서	넘어지는	일이	빈번

하게	발생되고	있고,	성추행,	소매치기	등	범죄에	노출

조치내용

 조명시설을	통합운영	하는	등	통일된	운영체계	구축	필요

-	자치구	: 	지하보도(계단)는	공공용으로	제공되는	시설인	만큼	민간	건축주에게	24시간	조명	시설	

운영토록	조치하고	관리	인수방안	강구	

-	시청	주무부서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서울메트로	등	대책	회의를	통해	통합	운영하는	등	

통일된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

■	목      적	:	지하계단	및	통로	무상사용

■	지상권자	:	자치구	(존속기간은	서울특별시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토지 구분지상권 설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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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적정 사항

(4)-1 건축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주요	구조부재(내력벽	등)	균열,	누수,	백태	등	결함	장기간	방치

 지하철역사내	각종	시설물(마감재	및	편의시설	등)	파손	방치

(4)-2 설비·전기·통신시설물 유지관리 부적정

(4)-3 시민불편 사항 방치 

 안내	표지판	부재,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보행로	물건	적치로	통행	불편	등

[	장애인	편의시설	난간	파손	] [	천장재	파손	][	타일	탈락	낙하	우려	]

[	배관	표면	부식	] [	조명	등박스	탈락	우려	][	접지단자함	누수·백태	]

[	역사간	안내표시	미비	] [	통로	상품	적치	][	장애인	점자블록	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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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량 및 신호통신시설

❶	승강장	안전문	감시	시스템	컴퓨터는	익명으로	접속이	가능한	게스트(guest)	계정이	활성화

❷	재난공유시스템	컴퓨터는	USB	이동형	랜(Lan)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폐쇄망에서	외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우회	경로	제공의	중계기로	작동	될	수	있음

❸	‘공조설비	관제시스템’	자료관리	컴퓨터는	공유폴더	사용과	USB	사용으로	다수의	악성	

코드에	감염됨

❹	5호선	통합기술관제	시스템	감시	컴퓨터는	구글	사이트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통신	패킷이	

외부로	나가고	있어	인터넷	차단이	필요

❺	외부기관(KT)에서	임대해	사용하는	‘스마트	애드몰	망’에	수용된	각종	감시	시스템에서	정보

보안	취약점이	다수	발견	및	악성코드	바이러스가	탐지

(1) 종합관제센터 각종시스템의 사이버 보안대책 미비

종합관제센터에서	열차감시·제어하는	정보통신	기반시설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이행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비인가자	접근	통제	강화,	게스트	계정	삭제,	외부	인터넷	전송로를	차단하도록	조치

(주)KT와	협조	사이버침해	예방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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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녹화영상물 저장장치 관리 소홀

CCTV	개인녹화영상물	저장장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	USB	포트	봉인장치	없음	] [	데이콤,	구글	망	연결	화면	][	바이러스	감염	화면	]	

❶	지하철역의	역무관리실	녹화영상물	저장장치	및	역사	설비제어	컴퓨터는	USB	포트	봉인장치	

없이	외부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바이러스(Autorun)에	감염된	상태로	운영되고,	망	혼용이	

금지된	외부망(데이콤,	구글망)과	통신이	연결되어	있음

❷	녹화영상	저장장치의	시스템관리	컴퓨터	기록	확인	결과,	 ’13~’15년까지	외부	저장매체

(USB)를	통한	자료내려받기	접속기록은	1,367건이나	수기로	기록된	반출대장의	기록건수는	

767건으로	일치하지	않고,	영상정보	열람대장이	없는	등	부실하게	관리

❸	사용자	간	접근	통제	기록이	되지	않는	공유	폴더를	이용	영상물	전달,	다운로드,	복사를	하고	

있어	개인정보	오·남용	위험

❹	영상물	반출시	승인권자의	결재	및	반출시	반출요구자	본인	확인	누락	등	기록대장	관리	부실

조치내용

개방	인터넷	송출기능	차단,	악성코드	감염방지	위한	최신	백신	설치

개인정보	유출방지	위한	녹화영상물	사용자	계정	및	외부저장매체	반출	기록관리,	승인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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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신호	폐쇄망에	연결된	업무망	차단,	공유	폴더	해제,	외부연결	프로그램	사용을	중지하고	

신호설비	감시	시스템에	대한	보안업무를	강화하도록	조치

❶	열차운행	정보를	실시간	감시하는	신호감시용	컴퓨터에	다른	외부망과	연계	통신할	수	

있는	랜카드를	추가	설치하여	신호제어감시	폐쇄망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업무망으로	이용

❷	신호감시용	컴퓨터에	외부	상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	금지된	폴더	공유,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문서	등	자료교환이	이루어짐

❸	신호감시	모니터링	컴퓨터에서	외부	원격지	컴퓨터로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송·수신	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전송	프로그램(FTP:	File	Transfer		Protocol)을	다른	폐쇄망	간	사용

(3) 열차 신호·통신 폐쇄망 관리소홀

열차자동정지장치(ATS),	열차자동운전장치(ATO)	등	모니터링시스템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므로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인터넷·업무망	등	외부망과	분리하여	

외부의	침입이나	악성	코드	감염	위협을	차단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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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하차도

(1) 지하차도의 차량 비상회차로 바닥 시공 부적정

지하차도의	중간	지점에	상·하행	도로를	연결하는	폭	3.5m,	연장	1m	차량용	비상회차로의	

바닥	높이는	차도와	같게	설계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설계	] [시공	]

조치내용

재시공	조치

포장면	보다	12~20㎝	높게	시공하여	비상시	대피가	곤란한	상태인데도	조치	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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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차도의 옹벽 벽체에 발생된 균열 보수방법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균열을	에폭시	등으로	주입보수	할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타일을	제거한	후	본	콘크리트	

구조물에	주사기를	꽂아	주입보수	하여야	함

조치내용

부실	시공된	균열	주입보수에	대하여	재시공(하자보수)	조치

지하차도	좌우측	옹벽의	벽체에	발생된	폭	0.5mm의	균열(L=200m)은	주사기를	타일의	표면에	

설치하고	주입보수하여	콘크리트	벽체의	균열부에는	보수재가	주입되지	않음

[	벽체	균열	발생부의	타일에	주사기	설치	]

[	타일	제거	후	에폭시	주입	중	]

[	타일제거	후	벽체에	주입재	미주입	]

[	균열보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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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의 이해

4) 상 · 하수도 시설물

가. 상수도

(1) 상수도의 구성요소

 취수 :	청결한	물을	필요한	수량	만큼	취입하는	것

 도수 :	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지까지	보내는	것	

 정수 :	물을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수하는	것

 송수 :	정수한	물을	배수지까지	보내는	것

 배수 :	정수된	물을	적당한	수압하에서	소요	수량	만큼	배분하는	것

 급수 :	배수관에서	분리하여	수요자의	급수전에	이르기까지를	말한다.

(2) 도수 및 송수

 방식 :	개거,	암거	및	터널,	관수로

 관로 노선 선정 시 고려사항                 

-	동수경사선	이하가	되도록	하고	가능한	최단거리가	되어야	한다.

-	관로	노선의	급격한	굴곡은	피하도록	한다.

-	이상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관내	마찰수두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최소	공사비가	소요되도록	한다.

 부대설비 :	침사지,	양수정,	접합정,	밸브류

 관의 종류 :	주철관,	강관,	석면시멘트관,	콘크리트관,	경화염화비닐관

 펌프의 종류

-	터보형	펌프(원심력	펌프,	사류	펌프)

-	용적형	펌프(왕복	펌프,	회전	펌프)

-	특수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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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도

(1) 배수방법

분류식 :	오수와	우수를	별개의	관거를	사용해서	배제하는	방식

합류식 :	오수와	우수를	동일	관거를	사용해서	배제하는	방식

(2) 배수계통

유형 :	직각식,	차집식,	편상식,	방사식,	평행식,	집중식

편상식 방사식

①	분류식 ②	합류식

직각식

①	분류식 ②	합류식

차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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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처리

 물리적 단위조작

-	유량측정	:	공정조절,	공정감시,	배출량기록

-	스크린	:	차단에	의하여	큰	침전성	고형물의	제거

-	분쇄	:	조대입자를	거의	균일한	크기로	갈아주기

-	유량조정	:	유량과	BOD,	SS의	질량부하를	균등화

-	혼합	:	하수에	화학약품과	가스를	섞어주고	고형물을	부유상태로	유지

-	침전	:	침전성	입자의	제거

-	여과	:	생물학적	처리나	화학적	처리후에	남아	있는	미세한	부유물질의	제거

-	Microscreen	:	여과와	같으며	안정화지	유출수에서	나온	조류의	제거

-	가스전달	:	가스의	첨가	및	제거

-	휘발	및	가스제거	:	하수로부터	휘발성과	비휘발성	유기물질의	방출

 화학적 단위공정

-	흡착	:	일반적인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유기물질의	제거

-	살균	:	질병유발	미생물의	선택적	사멸(염소,	오존,	자외선	등)

-	탈염소	:	염소살균	후에	남아있는	모든	잔류염소를	제거

-		기타화학약품사용	:		하수처리에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다른	화학	

																											약품이	사용

 생물학적 처리공정

-	부유미생물(2차	처리)	:	활성슬러지법

-	부착미생물(2차	처리)	:	호기성	애상법,	접촉산화법,	회전생물막법(RBC)

-	부유미생물(고도처리)	:		순환식	질산화	탈질법,	혐기	무산소	호기	조합법,	고도처리	산화구법,	

																																막	분리	활성슬러지법	등

-	부유	+	부착미생물(고도처리)	:	유동상	미생물법,	담체	투입형	A2O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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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사례

(1) 굴착•비굴착 공법별 특성 및 신기술 적용상 유의사항

 비굴착	기존관	갱생의	신기술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	신기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

법에의	환경	신기술이	있음

 굴착·비굴착공법의	특성	분석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가. 상수도

구  분 장  점 단  점

비굴착 

(기존 

수도관

갱생)

	•	기존	관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교통	통제,	흙막이		

가시설	최소화

	•	단기적	측면에서는	당장의	공사비가	적게(개략	70%)	

소요되어	유리,	공기	단축(개략	50%)

	•건설폐기물	발생	최소화

	•	안전성과	내구성이	기존관의	상태에	

따라	결정됨

	•	관종,	구경,	굴착심도	등	현장에	맞도록	

계획부설	불가능

굴착

(신관 

교체)

	•신자재를	사용하므로	충분한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

	•	장기적	측면에서는	기존관의	상태가	나쁜	경우는	유리

	•	관종,	구경,	굴착심도	등	현장에	맞추어	계획부설	가능

	•	굴착·신관	교체하는	것으로	지하		

매설물	저촉	등에	따른	많은	공사	수반

	•	공사비,	공사기간,	건설폐기물	발생		

측면에서	불리

비굴착 기존 관 갱생공법(신기술)의 적용 실적 분석결과 문제점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공사금액 422 318 218 419 324 161

비굴착
공사금액 230 201 173 357 256 75

차지비율 54% 63% 79% 85% 79% 46%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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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비굴착	공법의	적용	비율이	높은것은	선정기준의	부재로	교통통제	및	지하매설물	지장	

최소화	등	공사	편리성	만을	고려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이며

❷	’14년도에	46%로	급락한	것은	각종	조사·감사,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회피	현상으로	

판단됨

❸	’12년	이후	3년간의	기존관의	사용연수를	분석(단순평균)한	결과

	 - 	비굴착공법	적용으로	재활용되는	기존관의	사용연수가	굴착하여	관으로	교체하고	폐기	

처분하는	기존관	보다	오히려	3년이	더	오래되었고,	사용연수가	53년이나	된	관로도	있음

❹	모재의	상태가	좋지	않아	누수가	잦은	상수도관에	대하여도	기존관에		대한	상태평가	없이	

비굴착	공법을	적용한	사례도	있음

조치내용

수도관	정비방법(굴착·비굴착)을	선정하는	때는	기존관의	사용연수	및	노후도	평가,	누수여부	등	

모재의	건전성	등을	평가하여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시행

물연구원에서	비굴착의	갱생공법으로의	정비해야	하는	대상의	송·배수관	선정기준	및	현존하는	

비굴착의	기존관	갱생	기술의	타당성과	신기술	종류별	특성	등에	대한	기초	연구	시행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굴  착
평균 30.1 30.9 34.8 32.3 32.3 33.1

최고 47 42 56 37 41 42

비굴착
평균 31.7 30.5 33.3 35.2 35.8 35.8

최고 49 42 41 52 41 38

공사방식별	사용연수	분석결과	문제점
(단위	:	기존관	사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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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규정명 잔류염소 기준 값

	수도법	제26조	제2항	및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 	4mg/ℓ을	넘지	아니할	것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수도꼭지에서	0.1mg/ℓ이상

	건강하고	맛있는물	가이드라인(상수도) 	0.1mg/ℓ~0.3mg/ℓ

(2) 수돗물 냄새 등 저감을 위한 추가 염소주입 방법 부적정

관련 법령 및 규정

염소냄새	및	소독부산물	저감을	위해	정수장에서만	주입하던	염소를	2010.	9월부터	배수지에	추가	

염소	주입설비를	설치·운영

[	염소주입	] [	추가공정	→	염소	추가주입	] [	잔류염소	기준	:	0.1~0.3㎎/ℓ]

현황 및 문제점

수도꼭지	잔류염소가	0.1㎎/ℓ미만(일반세균,	대장균,	병원성미생물	등에	의한	오염	우려)으로	

떨어졌는데도	염소를	추가로	주입하지	않음

잔류염소가	0.3㎎/ℓ를	초과하였는데도	염소	지속적	주입

연도별

A수도사업소(’14년) B수도사업소

A B C
P

(’14년)

L

(’13~14년)

0.1㎎/ℓ 미만 운영(일) - 11 - - 55

0.3㎎/ℓ 초과 운영(일) 16 17 6 24 -

※	배수지별	수도꼭지의	잔류염소	기준미달	및	과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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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관리지침(’13	 .5.	개정)에	수질조기경보시스템은	1단계(필요시)와	

2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음

-	1단계의	경보	기준	값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수도사업소에서는	잔류염소가	위험	수위인	

0.1㎎/ℓ이하에만	경보되도록	2단계만	운영

- 	경보	발령	이후(곧바로)	염소를	추가주입	하더라도	수돗물은	배수지에서	10~27시간	체류하고,	

배수관로를	통해	2~3일이	지나서야	수도꼭지에	도달하므로	현장	적응성이	떨어짐

조치내용

 배수지	유입·유출	및	관말	잔류염소	농도,	탁도,	체류시간	등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도꼭지	

상황에	대응되는	추가	염소	기준	주입량을	설정·운영	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방식(기준	대비표	

작성	등)	검토·시행

 수질조기경보시스템은	1단계의	정량적인	경보	기준값을	설정	운영토록	하여	실효성이	확보되는	

방안·검토	시행

88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3) 배수지 준공 후 장기간 경과되었는데도 미운영

 정수장의	준공도면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정수지의	저수위(L.W.L)는	33.65m임	

 정수장	송수펌프를	설계	정격양정(37m)에	미달되게	운영

※	준공도면

현황 및 문제점

❶		설계할	때는	40m	떨어진	흡수정의	저수위를	35m로	적용하여	설계	고수위(H.W.L)에서	

–0.97m,	–0.43m	이하의	부압이	발생됨

❷	배수지	잔류수두의	증가	등	송수체계의	변화,	전기요금	상승	등을	사유로	실제	29.6~33.5m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양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송수	펌프	1대	추가	가동이	필요

조치내용

 설계시	수리계산의	기준이	되는	암사정수장의	흡수정	저수위	값이	준공도면	등에	정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재설정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배수지의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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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수도관로의 취약부인 곡관부 시공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설계도면에	따르면,	곡관부에서	관로의	연결을	위해	사용하는	이음관의	양쪽	끝에는	관로	

이탈에	따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탈방지	압륜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	설계도면	] [	시공	] [	준공도면	]

※	일반압륜	도면표기	:															 이탈방지압륜	도면표기	:

지점의	곡관부	이음관에는	이탈방지	압륜을	한쪽에만	설치하고는	반대편	쪽은	시공하지	않았

는데도	공사	감독자는	현장	검측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설계대로	2개를	시공한	

것으로	준공처리

[	조치	전	] [	조치	중	] [	조치	완료	]

조치내용

곡관부	이탈방지	보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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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수도관 본체 절단부 부실복구

현황 및 문제점

설계도면에는	작업구를	복구할	때는	제수변	및	

신관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❶	직경	900㎜의	상수도관	상면을	사각형(1.0x1.5m)으로	잘라내고,	관	내부에	보강	철판을	덧

대고	필렛용접	한	후에	기존관에서	떼어낸	절편을	끼워	2차	맞대기	용접으로	불안전하게	시공

❷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3회의	산소압축시험도	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

※	공사관계자	진술로	복원한	시공도임

조치내용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재굴착	재시공	조치

※	전문가	의견

				- 	내부에	덧댄	철판은	고정이	쉽지	않고,	필렛	용접	부위에	중복한	맞대기	용접은	성능을	보장할	수가	없어	

복토	자중과	다짐충격	등에	따른	용접의	내구성	유지에	불안정하고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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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화수지 갱생 상수도관 품질시험 방법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KS	M	3550-7	부속서	A의	품질기준,	A.2	현장시험에는	CIPP의	품질시험을	1회	또는	500m	

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❶	1.7㎞의	A공사는	3회	품질시험을	실시한	반면,	2.1㎞의	B공사는	1회만	실시하는	등	같은	

사업소에서도	품질관리의	수준이	다른	등	불합리한	사례	발생

❷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경화된	튜브(라이너)의	1개소의	시편을	채취

하고도	분실을	사유로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준공처리

KS	M	3550-7에	따르면,	신기술	비굴착	수도관	갱생공법의	경화된	튜브(CIPP)는	인장강도,	

휨(굴곡)강도,	굴곡탄성률,	박리강도,	신장률의	5개	항목이	기준에	만족하도록	규정

조치내용

우리시	시행	공사는	KS에서	정한	5개	항목	모두	품질시험이	되도록	하여		공사의	품질이	제고

되도록	조치

시험횟수는	500m	빈도	또는	작업구간별	등으로	자체	기준을	설정·운영

❸	위	신기술의	공사시방서에는	박리강도와	신장률	2개	시험항목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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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CTV 영상 판독 및 품질 시방기준에 미달된 신기술을 합격 처리

현황 및 문제점

CCTV	조사는	필요한	시기에	실시하여	영상을	판독하며	결함유무를	확인·조치	하여야	함

❶	17개소의	분기부가	천공되지	않았고,	갱생관의	단부링이	시공되지	않은상태에서	CCTV를	

촬영하여	이곳의	시공	적정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임

❷	10번	작업구로부터	122.68m	지점의	관	하단부에	2열의	2~3m	길이의	요철이	발견되었으나,	

관내	들뜸,	요철	등	상태	검측·확인	없이	방치

조치내용

계약상대자에게	분기부	등의	시공이	완료된	상태가	나타나는	CCTV	영상물을	제출받아	시공의	

적정	여부	확인	및	조치

갱생관의	요철부는	들뜸	등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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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된 것을 조치 없이 방치

현황 및 문제점

공사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불합격된	시공	구간에	대하여는	

재시공	등	조치를	하여야	함

❶	비굴착공법	적용	시공한	기존	상수도관	내부의	경화된	튜브(CIPP)에	대한	전문기관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❷	시편	3개	중	성과물을	발주청에	제출하지	않은	2개는	불합격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별도	

조치	없이	준공처리

(단위	:	N/㎟)

구  분 인장강도 굽힘강도 굽힘탄성률 판 정 성적서

포장 규모  20.5이상   31.4이상 1,700이상   

시

편

1 	22.8 16.7(53%) 594(35%) 불합격 미제출

2 	26.0 76.0 2,600 합		격 제		출

3 15.7(77%) 7.39(24%) 272(16%) 불합격 미제출

조치내용

품질시험	불합격	판명된	2개	구간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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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후 신축이음관 미교체 및 이음부 시공 불량

현황 및 문제점

신축이음관은	신축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굴착의	신기술	갱생공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노후관은	신관	교체	또는	보완	등	조치를	해야	함

본관	단부	및	분기지점	등	이음부는	취약부로	정밀시공	하여야	함

[	드레서(dresser)형	신축이음관	] [	노후	신축이음관	원경	] [	녹	발생	및	고무링	부식으로	틈	발생	]

❶	작업구에서	52m지점	신축이음관은	녹이	발생되고	고무링	부식	등으로	본관과	틈(2㎝)이	

발생되는	등	노후도가	심한	상태인데도	교체	없이	도장만	시행

❷	분기구와	본관과	본관을	연결하는	이음관에	녹	및	도장	들뜸	발생

조치내용

노후	신축이음관	방치로	누수가	발생	될	경우	수천억원이	투입된	공사	효과가	반감되므로	

전수	상태조사	하여	조치계획	수립·실행

도장	들뜸,	녹	발생에	대하여는	재시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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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개받침	고정장치	시공	]

[	사각형	고정장치	정상	시공	]

[	고정장치	미시공(현장	굴착	확인)	]

[	원형	고정장치로	시공	]

(10) 도로상 수도맨홀 미고정 등 부실 시공으로 안전성 저해

현황 및 문제점

설계서에	따르면	수도맨홀의	뚜껑을	받치는	철계받침의	하부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맨홀철개가	밀리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함

❶	40개소는	맨홀	뚜껑을	받쳐주는	철개받침의	하부에	설치하는	철개	받침	고정장치를			

누락	시공	

❷	6개소는	사각형	철개받침에	원형	고정장치를	시공함으로써	상호	규격의	불일치로	볼트	

체결도	못하는	등으로	고정기능	상실	

조치내용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46개소는	재시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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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에는	제수밸브의	전·후에	설치되는	이음관의	양쪽에는	이음관이	관로에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탈방지	압륜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11) 상수도 맨홀 및 수도관 구조체 부실시공

현황 및 문제점

조적벽체는	줄눈을	엇갈리게	시공하고	10㎜	몰탈로	치장줄눈을	설치하도록	설계됨

❶	5개소	구형	밸브실	조적	벽체의	세로	줄눈을	통줄눈으로	시공하고는	몰탈	미충진

❷	상수도관은	진동	등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무판을	감싸고	그	위에	벽돌쌓기	

하여야	하나	수도관	표면	위에	바로	벽돌쌓기로	시공

❸	밸브실에	설치된	이음관의	한쪽에	이탈방지	압륜	미시공

조치내용

부실시공	된	5개소	구형	밸브실	및	시공	누락된	이탈방지압륜	1개소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

[	분기구	도장불량	] [	관	이음부	도장	들뜸	] [	이음부	녹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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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비사업지침에	따라	압력수가	라이닝부로	침습되는	것과	나관의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수도관	절단부는	부식방지	링	크립	또는	도장을	하여야	함

[	이음관	접합부	] [절단면	녹발생	] [	부식방지	링크립	] [	부식방지	도장	]

(12) 상수도관 절단면 방식처리 미이행으로 녹 발생 취약 

	공사시방서에는	부식방지	도장을	시공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공사대가는	반영하지	않음

	상수도관의	철재	절단면이	평균	10.9m간격으로	생기는	실정인데도	절단면의	방식처리	미시행

으로	녹	발생에	따른	수질악화가	우려됨

	부식방지	링크립	시공을	설계에	반영하고도	구체적인	시방	규정도	없고	미시공

-	A사업소는	18건	공사에	1,790개를	반영,	5건	공사에서	322개만	시공

-	B사업소는	7건	공사에	896개를	반영,	1건	공사에서	31개만	시공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상수도관	절단면에	대한	방식의	종류,	방법,	부착강도,	규격	등	구체적인	시방규정을	마련하여,	

사업	시행	기관(부서)에서	공사시방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

연초	배급수관	정비공사	도면심사	하는	때	상수도관	절단면에	대한	부식방지	조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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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도

(1) 하수도 공사 공사방법 및 시공 부적정

기존	관을	보강하는	것으로	모체인	기존관에	구조적,	기능적	결함,	역단차	등의	경우에는	관을	

신규로	교체하는	방법(굴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현황 및 문제점

❶	CCTV를	확인한	결과,	기존	하수관	변형,	역단차	연결관이	본관의	내부로	과도하게	중첩

(52㎝)	삽입(M-3-8)되는	등	모체에	문제가	있는데도	모체에	대한	조치	없이	비굴착공법	적용

❷	기존관이	파손	및	철근노출,	이음부	단차	등으로	심하게	손상된	상태인	데도	이의	정비없이	

비굴착공법을	적용·시공하여	내부에	보강한	갱생	튜브의	안전성과	내구성	저하	

조치내용

	기존	적용공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시공하지	않은	잔여구간(571m)은	현장상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시행

	시공	전	 	시공	후	 	시공	전	 	시공	후	

[	오수관	본관	파손	및	철근노출	] [	우수관	이음부	파손	및	단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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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운동장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시공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연결관의	접속부는	충분한	충진	등으로	정밀시공하고	하수박스의	벽체에	개구부가	발견되면	

기능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함으로써	지반침하	및	지하	동공	현상을	예방하여야	함

❶	본관	하수박스에	접속된	연결관	접합부에	급결	시멘트	충진	및	에폭시	퍼티로	표면보강	

등을	하지	않아	토사	노출	및	토립자	유출

❷	하수박스	벽체에	흙으로	막힌	용도미상의	개구부	5개소가	조치	없이	방치되어	있음

				- 	1개소는	현재	살아있는	하수도관이	연결된	곳이며,	4개소는	기능없이	벽면이	토사로	

막힌것으로	조사됨

조치내용

 연결관	접합부는	틈새를	시멘트	등으로	충진	후	수중경화용	에폭시	퍼티	등으로	표면보강	등	

조치하고

 기능이	있는	1개소는	기능회복,	4개소는	추가	조사하여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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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도관 복구공사 부실로 도로침하 우려

현황 및 문제점

공사	중	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제7호에	따라	관리자의	확인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함

[	하수도관	이음부	연결	]

[	흄관	열결	몰탈	깨기작업	]

[	몰탈	덮어씌우기	]

[	수밀	밴드	시공완료	]

조치내용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재시공토록	조치

❶	공사에	저촉되는	하수관	D600㎜를	철거한	후	원상복구	하면서	관리청에	통보	및	입회	

요청도	하지	않음

❷	하수도관의	이음부를	상부	몰탈	덧붙이기로	부적정하게	복구함으로써	하수의	누수로	인한	

도로침하	등이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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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주말	및	공휴일도	실험을	실시하여	수질관리	및	운영	효율화	

(4) 하수처리 운전의 지표인 수질실험 공휴일 미실시

현황 및 문제점

매일	수처리	47개	지점과	슬러지처리	공정	23개	지점에	대한	실험을	하여	당일	약품사용량	조절	

등에	활용하고	있음

❶	토·일요일에는	수처리	공정의	3개	지점만	실험	실시하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	10시에	

채취한	시료의	실험값을	3일	7시간	지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❷	월요일과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4일	7시간에서	5일	7시간	이전의	실험값을	근거로	

운전하고	있어	현장의	상태와	동	떨어지게	운전하고	있음

조치내용

소화온도를	상시	35℃	이상	유지하도록	조치

❶	’12.	10월부터	12월까지의	운전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보일러	3대	중	1대가	고장	났는

데도	나머지	2대의	보일러를	최대의	성능으로	가동하지	않았음

❷	’13.	1월에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보일러	3대를	최대	용량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12. 10월

부터	’13.	1월까지	총185일간	5개	소화조의	온도를	35℃보다	낮게	운영함으로써	슬러

지량이	증가되고	소화가스	발생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

(5) 하수처리 혐기성 소화조의 소화온도 운영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미생물로	분해하여	슬러지를	감량화·안정화하고,	소화가스를	생산하는	소화조의	소화온도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상시	35℃이상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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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수처리 악취 제거용 탈취기 운영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악취	등을	제거하기	위해	’01~’09년	연차적으로	설치한	21대의	바이오탈취기는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증진

시켜야	함

❶	설치	이후	한번도	실제	탈취풍량을	측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탈취기	11대는	설계풍량보다	3~61%	부족하게	흡입되는	것으로	확인

❷	탈취풍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담체내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영양염류는	설계풍량의	10%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10년부터	’13.	6월까지	

총	235백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❸	탈취기로	연결되는	소화조의	벨마우스(소화된	슬러지	인출부)에서	악취가	누출되고	있고,	

포집배관	4개소에서	탈취풍량	점검구	덮개가	탈락된	상태인데도	악취발생	원인과	탈취

풍량이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분석도	없이	지속	운영하고	있음

조치내용

탈취풍량의	부족	원인을	규명하고,	유입	풍량에	따른	영양염류	투입기준을	설정·운영

악취가	누출되는	원인을	규명,	소화조	상부	악취포집배관의	탈락된	점검구	덮개는	부식에	강한	

재질로	보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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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1처리장은	구축된	자동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	2처리장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❶	1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공사로	구축된	공기량	자동제어시스템이	있는데도	운전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각	지별	송풍량의	최대값(79,254㎥/h)과	최소값(44,902㎥/h)이	1.77배	

차이가	나도록	불균등하게	공급

❷	2처리장은	고도화사업	입찰안내서에	지별	공기량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에서는	누락되어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1년반	이상	유지관리

하면서도	이를	알지	못하여	공사	시행청에	설치요구	및	하자	등	조치하지	못하였으며,	

❸	시설운영	하면서도	각	지별	개도밸브를	수시	조정을	하지	않아	각	지별	송풍량의	최대값

(220,348㎥/h)과	최소값(170,839㎥/h)이	1.28배	차이가	나도록	부적정하게	운영함

(7) 하수처리 호기조의 지별 공기량 공급방식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고도처리(MLE공법)하는	생물반응조의	호기조에는	질산화에	필요한	공기량이	지별로	균등하게	

공급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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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수처리 슬러지 건조·소각설비 운영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제작사양서	등에는	함수율	73~78%의	슬러지를	건조기에	투입,	건조기	디스크의	온도를	95°C로	

유지하여	슬러지를	약	85°C로	건조시킨	후	함수율이	55~63.4%인	건조	슬러지를	소각로에	투입

하도록	하고	있음

(9) 하수처리 원심탈수기 운영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신규로	설치한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설계사양서의	성능보증	기준에	따르면	케익함수율	75±1%	

이하,	폴리머	약품사용량은	투입슬러지	용해성물질(DS)의	약	1%,	고형물	회수율	95%이상	만족

하도록	되어	있음

❶	업무일지로	확인한	결과,	건조기에는	기준보다	평균	3.21~5.21%,	소각로에는	평균	

2.91~8.91%	함수율이	높은	슬러지를	투입

❷	’13.	1.	1.부터	6.	2.까지는	건조기	디스크	마모	등의	고장으로	건조기를	저온(20~40°C)으로	

운전하고,	18~36°C로	건조시킨	슬러지를	소각로에	투입함으로써	소각로	내부에	소각

처리	되지	않은	잔유물이	쌓여	눌러붙는	현상의	발생	등으로	효율성과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함

❸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장기간	동안	업무일지와	일일보고서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록·보고하고는	원인분석이나	보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

조치내용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각설비는	설계사양에	맞게	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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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수처리 슬러지 케익 운반비 과다 지급

❶	’13.	3.	15.부터	6.	27.까지의	운영일지	등으로	확인한	결과,	슬러지의	함수율은	평균	77.5%로	

1.5%	높게,	약품사용량은	평균	1.17%로	0.17%	과다하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❷	설계기준과	다르게	운영한	약	3개월간의	소요비용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처리비	및	운반비	

73백만원과	약품투입비	27백만원	등	총	100백만원(연간	약	4억원)	예산낭비

현황 및 문제점

폐기물의	운반·처리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	계근대는	운반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탈수기동	

주변에	설치하여야	함	

조치내용

성능보증기준에	맞는	조견표	작성	등으로	운영하여	효율화

운반비

조치내용

연간	2.3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되도록	계근대를	탈수기동	주변에	설치하고,	 ’13년	용역

(1,769백만원)은	288백만원	감액	조치

계근대(’98년	설치)를	슬러지	케익이	생산되는	탈수기동에서	1.2	km가	떨어진	후문에	설치

하여	공차	및	폐기물	상차	후의	중량	계측을	위한	왕복	운반거리가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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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의 이해

5) 체육·관람 지하상가 복지시설 등 건축물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별표1)

① 공동주택

아파트 : 5개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1개동의	바닥면적	660㎡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	종업원용으로	1개동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수가	50%이상인	것

②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관람석	1,000㎡이상),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그외	사회·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 : 탁구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골프연습장	등	체육관,	운동장

위험저장 및 처리시설 :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자원순환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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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 및 층수 등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①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② 연 면 적 :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주차장,	기계실	면적	제외   

③ 층    수 :  승강기탑	등의	건축물의	옥상은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미산입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높이	

4m마다	각층으로	산정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	

(4) 건축물의 구조형식

① 라  멘  조  : 기둥+보로	되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	  

② 벽 식 구 조  : 내력벽이	기둥을	대신하는	구조    

③ 조  적  조  : 벽돌이나	블록으로	지어진	구조(주로	저층구조)   

④ 트러스구조 : 강재나	목재를	삼각형	그뭉모양(트러스)으로	짜서	하중지지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분류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

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써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	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	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써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일반철도역사·공항청사·항만	여객터미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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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기기	위치도	]

(1) 대형 지붕구조에 대한 계측관리 부적정

감사 지적사례

현황 및 문제점

 GPS수신기(GNSS)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측량		관계법”)에	3년	주기의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진동센서(장력계,	가속도계	등)와	경사계는	「국가표준기본법」에서의	권고에	

따라	1년	주기의	교정을		받아야	함

(1)-1 성능검사 유효기간 및 교정주기 초과된 계측기기 사용

❶	유효	기간이	GNSS는	2년	초과,	진동	센서와	경사계는	4년	초과되었는데도	성능검사	및	

교정	없이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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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3축	가속도계는	경보시스템	미	구축	및	경사계,	가속도계,	온도계,	지진계	및	풍향	풍속계의	

계측	값에는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데도	원인분석	등	조치	없이	방치

시스템	구축	준공	보고서에	따르면	경사계,	장력계,	3축	가속도계,	지진계,	풍향,	풍속계는	모두	

경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❹	측량업자가	아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은	물론	건설업자	등은	측량

업자가	아니므로	이들이	보유·운용하는	측량기기는	검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는	GPS	수신기	등	측량기기의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자가	“측량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조치내용

 GPS	수신기는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진동센서와	경사계는	교정	실시	및	관리	기준값을	재설정

하여	운영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행방법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에	위	측량	

관계	법률의	개정	요구

2012.	8.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1년	이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설정된	초기의	

관리기준	값을	재설정하고	그	값을	제시함

❷	터무니없는	사유로	이전	설정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구조물이	재설정	값을	초과(위험도	

증진)하고	있는데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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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20㎝	처짐	] [	우수배관	설치	위치도	]

조치내용

구조의	안전성과	시공성	등을	감안한	보강방안을	채택하여	근본적인	보강조치

(2) 경기장 지붕끝단의 배관(900m) 탈락 위험

현황 및 문제점

’12년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에	특수	배수시스템(사이포닉	시스템)의	지붕	우수배관은	달대	

482개중	63개소가	탈락되어	철물로	고정시킬	것을	요구

❶	시공상	어려움	등으로	화물	묶음용	끈(97개)으로	감아	매기식으로	임시	보강조치	하고는	

2년	이상	근본적인	조치	없이	방치

❷	정밀안전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개가	증가된	고정철물	78개(16%)가	탈락된	

것으로	조사되어	탈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❸	서·남측의	우수	배관은	약20㎝가	처져	있어	낙하	등	사고	위험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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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19개소의	창틀과	38개소의	고정창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3) 경기장 창호공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시공

현황 및 문제점

19개	대형	창호(높이	2.5m,	폭	7.5~8.5m)의	설계도면에는	창틀을	벽체에	고정하기	위해	

좌·우에	3개씩의	앵커와	연결철물을	시공토록	하고	있음

❶	창호틀	고정용	앵커	및	연결	철물	미시공

38개소의	고정창(높이	2.4,	폭	1.26~1.35m)은	위·아래	창틀에	홈을	만들어	고정하도록	설계됨

❷	코킹재료만으로	시공하는	등	불안전하게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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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의견

-	강설에	따른	낙빙(落氷)	등	방지	목적으로	체육관의	돔형지붕	아래	부분에	높이	10cm	스노우가드를	설치

하였으나	낙하물체의	관성으로	이를		지나쳐	떨어져	통행인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의	차단

시설과	감속	스노우가드	추가	설치	필요

[	종전의	돔지붕	스노우가드(10㎝)	설치	구조	]

(4) 체육관 지붕의 얼음 덩어리 등 낙하방지 대책 수립·시행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체육관의	지붕	끝단에는	결빙	등	덩어리의	낙하방지를	위해	높이	10㎝의	스노우가드가	설치

되어	있음

	

❶	위	지붕은	아래쪽으로	갈수록	접선	각도(0~33°)가	변하고	미끄러운	알루미늄	재질의	돔형

지붕으로	결빙(結氷)	덩어리가	관성에	의하여	스노우가드의	훨씬	위쪽을	지나쳐	보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음

❷	위	공사	기간	중인	’14.	12월에	보도로	눈덩어리가	떨어진	사례가	있었고,	서울시	신청사의		

결빙·낙하,	미국	텍사스주와	뉴욕주에서	행인이	중·경상을	입은	국내·외	사례도	있었음

※	특히	4개소는	눈덩어리	등이	떨어질	때	보도,	주차장	등으로	바로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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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관 관람석의 난간 높이가 법적 기준에 미달

현황 및 문제점

	

❶	1980년대	이후	건설된	경기장의	관람석은	난간(3.9㎞)의	높이가	0.3m~1m까지로	건립	

당시의	높이	기준	1.1m에도	미달된	상태임

❷	수만명이	운집하는,	추락높이가	5.3m에서	9.5m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음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노대(露臺)나	이와	비슷한	곳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라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ʼ05.	7.	17.	이전은	난간	높이	기준이	1.1m	이상임)

조치내용

준공도면과	현장을	조사하여	개선방안	마련·시행

[	낙빙차단시설	및	감속스노우가드	추가설치	완료	]

[	난간높이	:	0.3~1.0m	] [	추락높이	:	9.4m	]

		낙빙	차단시설	138m

		지붕	중간부에	감속스노우가드	증설	108m

조치내용

	관람시야	장애,	낙하높이,	위험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단계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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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아파트	외관	디자인을	특화한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	단가는	변경시키지	않고	저렴한	“EPS몰딩”

으로	부당	설계변경

(6) 아파트 기단부 몰딩조형물 설계변경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기단부의	외벽	테두리	몰딩	조형물은	전문시방서	등에	악조건의	기후에도	변형이	없는	초경량의	

세라믹몰딩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화강석몰딩”	및	“세라믹몰딩”

으로	설계함

설계변경한	“EPS몰딩”	시공	물량

❷	EPS몰딩	표면에	아연철판이	보강되지	않은	불량자재로	시공,	EPS몰딩	표면부에	고강도	

시멘트	몰탈로	보강하는	것으로	승인된	것을	“아연도금철판”으로	임의	변경	시공

❸	준공	후	1~2년	지난	EPS몰딩이	떨어지고	표면코팅	이	벗겨지는	등	많은	하자가	발생

※	전문가	의견

			- 	EPS몰딩은	그	제품의	물성이	“발포성스티로폼”으로	화재시	복사열로	인한	연소	확대	및	내구성	불량	등으로						

유지관리에	특히	취약하여	아파트의	외장재로는	부적합

조치내용

설계도서와	다르게	부실	시공한	구간은	전면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조치

[	화재에	취약	] [	EPS몰딩	탈락	] [	연결조인트	자재불량(코팅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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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우선	순위에	따라	보수·보강하고,	적합한	보수·보강	방법을	채택	

(7)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방법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발견된	손상사항은	우선	순위에	따라	보수·보강하고	적합한	

보수·보강	방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함.

	

❶	2순위인	“조적	벽체	균열”,	“타일공사”	및	“경비초소	철거”	등은	보수하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유발되는	1순위인	“EXP-JOINT	균열·손상”,	“지붕층	H-형강	등은	미조치

❷	폭	0.3㎜	이상의	콘크리트	균열	0.2㎜	이하로	임의	수정·설계하였고,	0.2㎜	이하	균열은	

표면만	도포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V커팅하고	탄성에폭시	씰링재,	아크릴탄성	크랙

카바재	등을	충진하는	방식으로	공사하여	예산낭비

(8)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의 보수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은	균열틈새에	주사기를	꽂아	주입재(에폭시,	우레탄)가	균열

사이에	채워지도록	시공하여야	함

	

❶	폭	0.3mm	이상인	균열에	주사기를	꽂아	에폭시를			주입하지	않고	표면만	도장

❷	누수가	되는	천정재	속의	슬래브	콘크리트에	발생된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천정마감재인	

텍스만	교체	

[	설계	]

조치내용 균열에	주입재를	주입·보수하여	재시공	조치

[	시공	]

표면만	도장 천장재	텍스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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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태양광 지지대의 기초 시공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의	설계서에	따르면	태양광	지지대의	기초용	케미칼	앙카볼트

(M16,4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12cm시공하도록	되어있음

	
태양광	설비	시설의	철골기둥을	구조적	강성을	발휘할	수	없는	방수층인	보호몰탈에	기초	

앙카볼트를	6.5cm,	7cm	근입	시공하여	구조적	안전성	미확보

[	시공	깊이	6.5cm	] [	시공	깊이	7cm	]

조치내용

태양광	지지대	기초를	조달물품	공급사양서와	다르게	시공한	납품업체에서	보완	시공

[	기존	기초	콘크리트	철거	] [	기초	앙카	추가	설치	] [	재시공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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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하상가의 방화구획 내 방화벽 시공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하도상가	내	10개의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방화벽은	1시간	내화구조의	콘크리트	벽체(두께	10cm)로	시공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수영장	하부	PIT실은	단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아	수영장	

데크	슬래브	균열,	누수,	백태	등의	시설물	결함이	보수되지	않고	방치

조치내용

설계도서와	다르게	방화벽을	시공한	2개소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위치	변경을	통한	보완	시공

하도록	조치

(11)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시설물 결함 장기간 방치

현황 및 문제점

발견된	구조물의	균열,	누수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승인	없이	상·하	이동형	방화셔터로	임의	변경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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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

조치내용

조치내용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무단으로	증축한	시설은	철거	또는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조치	

(12) 복지시설 건축물을 허가 받지 않고 무단증축 사용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	사무실로	무단	증축	:	78.2㎡	] [	휴게공간으로	무단증축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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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원회수시설 반입폐기물의 성상 관리 부적정

 수탁기관에서의 최근 3년(’12~’14년)간 반입폐기물 성상분석 자료 분석결과 						

-	 3%	초과시	반입정지	대상이	되는	음식물이	A는	7.7%,	B는	4.7%이고,	불연성은	A는	13.1%,	

B은	6.1%로	매우	높게	나타남

•	A지역에서	음식물	및	불연성	폐기물이	1.6~2.1배	더	많이	유입되고	있음

-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비닐합성류가	A는	56.5%,	B는	75.9%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B지역에서	분리수거가	1.3배	이상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현황 및 문제점

최근 3년(’12~14년)간의 반입 정지 처분한 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	반입정지	처분실적이	B는	0.2%,	A는	0.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설별 음식물류 불연성 종이류 비닐·합성 나무·짚류 섬유류

A 7.74 13.15 33.92 22.62 7.54 10.99

B 4.70 	6.09 48.39 27.52 4.73 	8.56

(단위	:	%)

조치내용

 반입폐기물에	대한	검사회수,	시료채취	수량	및	방법	등	정량화,	정형화된	검사기준	수립	및	

감시활동에	수탁기관	참여	등	감시활동	방법	재편

 현실성,	적응	완충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입	정지되는	폐기물의	성상기준을	재검토	및	처분의	

엄격한	집행	등으로	기준	준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폐기물의	성상관리	강화	방안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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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 및 기전설비 시설물

(1) 실내체육관 등 운동장 소방공사 시행방법 부적정

감사 지적사례

현황 및 문제점

2014년과	2015년	A운동장	내	야구장,	실내체육관,	제1수영장	전기실	등에	기존의	수동식	소화기를	

자동식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로	개선	설치(139백만원)

❶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에	설치될	청정	소화약제량을	임의	축소하여	시설

기준에	미달되어	효과성	감소

❷	또한	청정소화약제의	소화효과를	위하여는	개구부(약	5㎡)	등은	폐쇄조치해야	하나	상부에	

개구부	존치	등으로	소화효과	감소

조치내용

배관설비	및	소화약제량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

[	개구부(약	5m2)	미	] [	방화문	고장	및	탈락	] [	방화문	고장	및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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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기장의	경우	약	10,000㎡의	B블럭	1,	2,	3층의	피난	유도등이	분전함	누전	등으로	전체가	

기능이	상실되었는데도	“이상없음”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하게	점검

(2) 운동장 소화시설 작동 기능점검 이행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주경기장과	야구장내	소방

시설의	작동기능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주식회사(대표	△△△)에서	점검

[	유도등	미점등	] [	충전기한	경과	] [	미방염	물품	사용	] [	발신기	경보	미작동	]

시 설 명 금회 점검결과 지적사항

주경기장

(축구장)

유도등	미점등,	소화기	미비치	및	충압불량,	할로겐	소화액제	충전기한	경과,	화재	감지

기	미설치,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탈락(도어체크)	등

야 구 장 화재	감지기	미	작동,	옥내소화전	발신기	경보	미작동,	실내장식물	미방염	물품	사용	등

		소방시설을	전수조사하여	보수·보강·개선	등	조치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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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 소방시설 설치 누락 및 부적정 설치

현황 및 문제점

		지하구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등에	따라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❶	각종	시설물이	집합수용된	잠실야구장	지하층	공간(24,770㎡)과	잠실종합운동장	및	목동

운동장의	지하구(1.93km)에는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법정시설	설치	및	잘못된	시설	보완·개선

조치내용

	 	공단은	사용허가	조건	제5조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개점	준비공사를	하는	때는	설계도서	등	착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승인하여야	함

❷	운영사업자인	㈜△△△	등	3인으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고도	소방시설의	적정여부	등	

확인·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❸	그결과	지상1층	패스트	푸드의	경우	칸막이	구획으로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에	장애가	되고	

있으나	조치없이	방치

[	살수	사공간	] [	①장비설치로	살수	장해	]

살수					사공

칸막이로	인한	
살수	사공간

스프링쿨러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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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수전	전원계통의	이중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	조치

조치내용

(4) 수전 전원계통 이중화로 무정전 시스템 구축 필요

현황 및 문제점

	 	정전에	대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회선(ㅈ,	ㅅ변전소)의	수전을	받고	있음	

[	①장비설치로	살수	장해	]

❶	수전	계통의	자동부하전환개폐기(ALTS)	이후에	설치된	부하개폐기(LBS),	진공차단기(VCB),	

계기용변성기(MOF)는	1개	라인으로만	구성

❷	당해	구간에서	고장이	발생할	때	또는	보수가	필요한	때는	한전으로부터	전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A운동장	전체	부하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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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명 및 전열회로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현황 및 문제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1조에	따르면	금속제	외함을	가지고	사용전압이	60V를	초과

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는	전로에	지락	발생시	자동	차단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❶	조명	및	전열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608회로에	단극스위치로	설치	되어	있고

❷	그	중	378회로는	사용·작동	중으로	전선로에	지락이	발생	하는	경우	차단	장치가	없어	전기사고

(화재,	감전)	발생우려

구      분 건물명 분전반(면)
단극차단기 

총수량 사용 회로

A운동장

A경기장 44 211 90

A야구장 6 27 12

A체육관 14 261 214

A1수영장 9 63 31

A제2수영장 2 40 31

B운동장 B야구장 1 6 6

합      계 76 608 384

[표] A운동장 및 B운동장 단극스위치 설치현황 (단위	:	회로수)

[	누전차단기(정상)	] [	분전반	내	단극	스위치(현	상태)	]

	 	감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누전차단기로	교체하도록	개선	조치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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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격감도전류가	15㎃인	누전차단기로	교체

조치내용

(6) 누전차단기 감도전류 설치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0조에는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샤워실내	탈의실에	설치된	콘센트용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가	30㎃가	

설치됨

[	30㎃	누전차단기	] [	15㎃	누전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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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로등 및 CCTV 등주 접지공사 미시공

현황 및 문제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33조	및	제139조	등에	따르면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지중전선으로	사용하는	금속제와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등주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지공사(제3종,	100Ω이하)를	하여야	함

❶		체육시설	단지내	설치된	가로등주,	CCTV	등주	등에	대하여	접지저	항을	측정한	결과	

130~169Ω이	측정되어	기준치인	100Ω을	초과

❷		가로등주	270본	중	69본(26%)과	맨홀	전체(100%)에	접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❸		가로등주	5개~64개가	공통접지로	되어	있어	1개의	접지선이	끊길	경우	전체에	영향이	

있으므로	독립접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이	필요

❹		CCTV의	금속제지주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나	19개소	중	17개소(89%)가	미접지

[	접지저항	측정	] [	가로등	맨홀	] [	CCTV	철재기둥	] [	접지	저항	측정	]

		가로등	및	CCTV	등주에	대하여	접지공사를	실시,	공통접지로	연결된	가로등은	독립접지를	추가

하는	방안을	수립·시행

조치내용

127

Ⅲ. 안전감사 유형별 지적사례



	매설	길이가	부족한	전원인입케이블	배관은	기준에	맞게	재시공

	설계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	하여	적정	설계토록	조치

조치내용

(8) 배관 시공 부적정 및 전선로 규격 과다 산정

현황 및 문제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36조에	지중전선로의	매설깊이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1.2m	이상,	기타	장소는	60㎝	이상으로	매설하여야	함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공급받고	전선길이가	200m	이내일	경우	내규정	1415절에	따라	

전압강하는	5%이하로	하여	전선로를	선정하여야	함

부하
용량

연장
(L)

부하전류
(I)

전압강하
(e)

전선단면적(㎟)
(17.8×L×I)/(1000×e)

차단기 정격전류
(부하전류×1.25)

케이블
허용전류

34㎾ 160m
	

=	51.66A

	220×5%

=	11V =13.38㎟	(규격품	16㎟)

51.66	×	1.25

=	75A

75	×	1.1

=	82.5A

	케이블	16㎟	허용전류가	79A로	케이블	허용전류(82.5A)	보다	작으므로	25㎟(허용전류	101A)	케이블	선정	

<허용전류	기준	:	KS	C	IEC60364	표	2-5,	D(지중매설)>

[표] 전선로 규격 재계산 및 시공현황

❷	재염소	투입설비	전원케이블의	규격을	25㎟×4C로	시공하여도	이상이	없으나	전압강하에	

대한	검토	없이	일괄	50㎟×4C로	시공

❶	수도사업소에서는	재염소	투입설비	전기공사시	전선로	배관	일부	노출	또는	20㎝이하로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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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울타리	하부	기준에	맞게	조정	및	접지시공

	즉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정기적으로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토록	조치

조치계획

조치계획

(9) 외부 발전기실 울타리 시설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변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44조에	따라	하단사이의	간격은	

15cm	이하로	하고,	울타리·담	등에	문	등이	있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함

경기장내	비상용발전기(디젤,	1,000㎾)의	울타리는	하단부의	간격이	36㎝로	기준보다	21㎝	높게	

설치,	울타리	문은	접지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관리

(10) 압력용기 안전검사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설계압력이	1MPa≒10㎏/㎠	초과되는	압력용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❶	수도사업소	가압장	에어챔버설비는	최초	안전검사(2000년	5월,	설계	도서	승인)를	받은	

기록이	없고	14년	이상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관리

❷	월드컵경기장	전기실의	가스터빈발전기(1,000㎾,1대)의	33㎏/㎠	압력용기는	2000.	10.	최초	

안전검사	이후	14년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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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기방식 시설물 관리체계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

상수도사업본부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기준 적용 규격 기준 적용규격

전선

규격

측정선 및 

양극선·음극선
KS	C	IEC

(IEC	:	국제전기

기술	위원회)

10㎟ KS	C

(한국산업표쥰	

전기부문)

8.0㎟	이상

6㎟ 5.5㎟	이상접지선

내단면적 (관 내부에서 전선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

동일	굵기	전선	:	48%이하
40%이하

다른	굵기	전선	:	32%이하

예비선 -
양극선별로	두는	것으로	해석⇒	

예비단자	설치	등으로	개정

	354개소에	전기방식	시설물을	설치·유지관리하고	있음	

합  계 외부전원방식 희생양극방식 배류법 수도관 연장 (700㎜ 이상)

219.3㎞

(354개소)

171㎞

(171개소)

48.3㎞

(161개소)
22개소 총	710㎞

❶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전기방식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제정	(2006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0년간	정비되지	않아	각종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과	내용이	다르고		

최신의	기술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❷	자체	설치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분전함에	감전보호대	미설치,	양극의	전선을	동일	색상으로	

설치,	별도의	예비선도	설치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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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을	재정비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조치

조치내용

[	정류기	&	Junction	Box	] [	양극선	접속(양극홀⇒정류기)	] [	양극	홀	]

	배수지	등의	케이블트레이	관통부에	발생된	개구부가	불연성	물질로	충전되도록	개선	조치

조치내용

(12) 케이블 트레이 관통부 관리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에	따라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해야	함

배수지의	전기실,	펌프실	등의	케이블트레이가	지나가는	벽,	천장,	바닥	등	개구부가	불연재로	

충전	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시	인명	및	시설물	등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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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류기함 관리 부적정

현황 및 문제점

		상수도관로의	전식방지를	위하여	외부전원방식의	정류기함	1면,	양극홀	3개소를	설치하여	

관리	및	운영

		상수도관이	전류에	의해	부식되는	현상(전식)을	방지하고자	관로상	91개	지점에	전기방식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음

❶	정류기함이	침수로	부품과	전선접속부	등이	부식되어,	누전으로	인한	감전	및	화재	발생우려

❷	전류차단으로	인한	상수도관의	방식기능	상실과	내구성	저하가	우려

[	정류기함	설치	] [	정류기함	내부	] [	접속부	및	단자대	부식	]

[	정류기	고장	] [	정류기	고장	] [	측정함	매몰	]

❸		정류기	고장,	전위	측정함이	매몰	등	상실	되었고,	외부전원방식	전기방식	시설물이	기준	

전위(-850mv~-2,500mv)를	초과한	상태(–693.6	mv)로	잘못	운영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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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류기함(외부전원방식)이	우기철	또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류기함의	설치

높이	조정(관리통로	확보)	또는	이설토록	조치

		분기별	점검을	반드시	이행하여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능상실	전기방식시설물을	조속히	

정비하여	정상기능	유지토록	조치	요구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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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명 성 격 목 적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	중심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품질제고	및	안전확보

건설산업기본법
업체	및	

도급관리	중심

•건설공사의	시공,	감리	등	기본사항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人)	중심
•산업안전·보건	기준	확립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엔지니어링진흥법
엔지니어링	

활동	중심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조성

•창의적인	지식기반	사회의	실현

(1) 건설부문 관련 법규

(2) 계약관련 법규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용어 정의

-	추정가격	:	국제입찰의	대상여부	판단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	결정전	산정가격								

-	예정가격	: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작성한	가격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	가격								

-	대형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	특정공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입찰,	일괄입찰	집행	인정공사								

-	대안입찰	:	원안입찰과	함께	대안이	허용									

-	일괄입찰	:	설계서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	입찰

 계약의 방법 :	일반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기본사항의 이해

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 사업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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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재정법

 용어								

-	세입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								

-	세출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								

-	채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에의	권리								

-	채무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에의	의무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목적 :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관련	법률·시행령·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주요 수록사항 	

-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한입찰	운영요령,	수의계약	운영요령			

-	공사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일반조건

④ 회계관련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변상명령 :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집행						

 변상판정 :	감사원장	집행

⑤ 계약문서의 종류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설계설명서,설계도면,현장설명서),	규격서(물품),	물량내역서,	과업내용서(용역·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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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방서 체계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						

-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

(4)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목적 :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인증	등	관련		

업무수행의	방법과	절차	외	세부기준을	정함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사항 예시

-	예시)	토공사	및	기초공사

(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목적 :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	방식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발주청	등의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기준

 용어

-	공사감독자	:	발주청이	임명한	공사감독의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

-	공사관리관	: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공사의	발주청의	소속	직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대표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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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소관	분야별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상주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상주하지	않으며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검토	: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

-	확인	: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	검토·확인	: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

-	실정보고	:	설계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섭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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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청의 지도·감독업무 부적정 사항

감사 지적사례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6조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관리자가	

성실히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❶	검측의	세부공종·시기·빈도	등	검측업무지침	및	착수	신고서	미승인

❷	품질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실태	확인	소홀

❸	기술지원기술자의	정기적	현장점검	및	점검	부실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기성·준공

검사	입회	없이	준공처리

❶	기술지원기술자가	월1회	이상	현장	시공상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	미이행	및	보고서	

허위	작성	등

❷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을	합격으로	처리,	시공상세도면	미작성	등	시공관리의	소홀

❸	중점품질관리방안	미수립,	안전·환경관리	부실	등	발생

조치내용

공사진행	단계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승인·확인·검토	업무	수행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현장점검 및 검측업무 부실 사항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공사진행	단계별로	현장의	시공상태를	점검·검측·시험하고	특히	매몰부분은	사진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등	업무지침서에	정한	사항	반드시	이행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지침서	등에	따라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의	

계약문서	내용에	적합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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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건설업자가 용역의 발주자가 되기 때문에 시공상 하자사항의 은폐 등으로 용역 부실

	 -	터널에	공동	및	다수의	허용폭	이상의	균열이	발생되었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보고서	작성

	 -	지하벽체	발생	53개소	사방향	균열을	보고서에	누락시키고	원인분석	및	대책	없이	방치

❷		점검 용역비를 저가로 설계내역서에 반영, 건설업자는 이를 대폭 절삭 하여 하도급 시행

하므로 필요 비용이 부족

	 -		용역비를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약	2.5억원이나	11%인	28백만원으로	설계	반영,	

대가	기준의	5%인	13백만원에	용역	시행

	 -	정기안전점검의	실행	용역금액은	대부분	예정가격	대비	25~45%에	불과함	

공사명
공사비

(백만원)

예정가격

(천원)

계약금액

(천원)

시행 금액(천원)

하도급 금액 예가 대비 계약 대비

A공사 282,775 27,900 20,013	(72%) 12,500 45% 62%

B공사 25,518 96,989 30,000	(31%) 24,000 25% 80%

조치내용

 설계	시	대가기준에	부합한	적정한	안전점검	비용을	반영시키고,	잠정금액(Provisional	sum)	

반영	등으로	계약상대자(원도급업자)가	대폭	삭감	계약하지	못하도록	하여	하도급	시	적정	

실행비용	확보

 발주청에서	건설안전점검기관을	승인	시	정기안전점검	비용	적정성	심사	실시

(3)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발주청의 관리기능 강화 필요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사의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	건설안전	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공사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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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발주청에도	공사감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도록	협약서	개정하고	지도·감독의	방법	

등	기준을	수립·시행

(4) 상수도공사 위탁감독 관리 체계 부적정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지도	관리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공사의	발주청인	수도사업소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업무종류 세부사항
업무담당

본 부 사업소 공 단

일반행정업무 감독자에	대한	지도관리 조정 요구 시행

현황 및 문제점

❶	발주청은 공사감독자에 대한 지도관리의 권한이 없다는 핑계를 들어 현장 지도점검 미이행

❷	공단의 공사감독자에 대한 발주청의 관리 기능 약화로 땅속 공사의 부실이 많이 발생

-	공사감독자의	기본업무인	검측업무의	소홀로	땅속의	맨홀철개의	고정장치·상수관	이탈

			방지시설	미시공,	하수도관	복구	부실	등	사례가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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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참여분야 부적정 선정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10.3.29)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평가기준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평가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상수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상수도공사에는	터널(Shield	TBM)	공사비가	

직접공사비의	47%를	차지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평가기준을	수립하는	때	행정절차	철저	이행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	분야의	기술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설정

❶	상수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절차	미	이행

❷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에	터널공사	경력사항이	있는	기술자가	참여하도록	기준이	설정

되지	않아	터널	경력이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본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사고발생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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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1개월 동안 유사한 공종·장소의 사업을 2천만원 이하로 6건까지 사업 쪼개기 하는 등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 	전체	공사금액	대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12년	5.2%에서	’14년	19.7%로	늘어났고,	전체	

수의계약의	70%	이상이	1인	견적	수의계약	임

전자공개수의계약도	10일	밖에	걸리지	않음

조치내용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의무대상	사업	범위	확대(대상	금액	하향	등)

발주방법을	사전에	제출받아	조정하여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는	등	1인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검토·시행

(6) 과도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저하

❷	1인 견적 수의계약 중 1개 업체에서 3건~15건을 수주하여 특혜의 개연성이 있음

(통계기간	:	’12.	1월	~	’15.	5월,	단위	:	백만원)

연 도
전체 계약

수의계약

소 계 1인 견적 전자공개(2인견적)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41

(99.7/년)
36,339

239

(70.1%)

(69.9/년)

4,705

(12.9%)

214

(62.8%)

3,312

(9.1%)

25

(7.3%)

1,393

(3.8%)

2015 53 7,060
34

(64.2%)

551

(7.8%)

34

(64.2%)

551

(7.8%)
- -

2014 93 5,563
78

(83.9%)

1,712

(30.8%)

69

(74.2%)

1,095

(19.7%)

9

(9.7%)

617

(11.1%)

2013 114 13,692
74

(64.9%)

1,513

(11.1%)

67

(58.8%)

1,141

(8.3%)

7

(6.1%)

372

(2.7%)

2012 81 10,024
53

(65.4%)

929

(9.3%)

44

(54.3%)

525

(5.2%)

9

(11.1%)

4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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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일감몰아주기,	업체와의	유착과	특혜의	시비,	민원야기,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조치

(7) 공사 및 물품구매의 부당한 입찰·계약 방지방안 강구

 “지방계약법	및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2개	항목을	동시에	입찰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금지하고	있는	2개	항목	이상을	중복하여	입찰	제한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지	않고,	추정가격도	3억원	미만으로	제한	입찰	대상	공사가	아닌데도	

각종	입찰조건을	부여

현황 및 문제점

❶	도장공사	구조물	보수공사에	실적,	금액	등	여러	가지로	입찰참가	조건을	부여

❷	입찰	공고한	조건에	해당되는	응찰자가	1개	업체로	입찰이	성립되지	않자	입찰공고된	것과	

다른	종류의	실적도	인정하여	낙찰자	결정

❸	B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로의	보일러	수관을	구매하면서,	입찰조건으로	납품실적과	

납품	능력을	지닌자로	중복	제한하여	3건	모두	C업체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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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사례

2)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가. 철근의 가공·조립·배근 부적정

(1) 지하철 역사의 출입구 구조물 벽체 두께 부족 시공   

 설계	도면에	따르면,	승강편의시설	출입구의	10m벽체는	두께	60㎝,	철근	간격은	42㎝로	시공

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출입구	벽체	구조물	철거후	설계도면과	같이	재시공	조치

[	설계	도면	] [	시공	도면	] [	시공	전경	]

벽체	두께를	37~58㎝,	철근	간격은	평균	22~31㎝로	부실	시공하여	구조	검토결과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144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2) 건축물 외벽철근 중심축 편심오차 발생 등

 철근은	설계도면에	따라	배근하고,	가공·조립하여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벽체전면부에	보강철근을	추가	시공	조치

[	철근배근	불량,	피복두께	부족	] [	철근보강	도면	및	시공사진	]

❶	철근의	최소	피복두께가	내측	2cm,	외측	4cm이나	5m	구간은	내측	20cm,	외측	1cm로	시공

되어	최대	15cm까지	벽체	중심축의	편심이	발생

❷	위와	같은	경우	벽체가	토압	등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면	사후	구조적	균열,	

누수	등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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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재생센터 생물여과시설 구조물의 기둥철근 조립 부적정

 설계도면에	따르면	지하	생물여과시설(질산조/탈질조)의	160개	기둥의	수직철근(D25~32)은	

상부의	보(Girder	및	Beam)철근과	결합시키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콘크리트	타설하지	않은	구간의	기둥철근에	대하여는	배근·조립	등	전면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	철근길이	부족,	보철근	미결합	] [	철근길이	과다로	돌출	]

❶	28개	기둥은	수직철근을	보철근과	결합되지	않게	3~12㎝	부족시공

❷	12개소의	기둥은	철근	길이가	6.5㎝~11㎝	길게	시공되었는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합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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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 방음벽 교체공사 슬래브 보강 설계 부적정

 콘크리트	구조기준(제8장)에	따라	보강	슬라브의	철근	정착	길이는	단면검토	위치(위험단면)

보다	길게(L=1.4m)	설계하여야	함

 지하철	고가교량의	준공도면에	따르면	슬래브는	철근	직경=16mm	(간격	15㎝)와	직경=13mm

(간격	15㎝)가	배근된	것으로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기준	대로	수정·보완하고	공사비	내역서를	변경	제출하도록	조치

[	(설계	적정)	-	철근길이	적정	] [	(설계	부적정)	-	철근길이	부족	]

❶	지하철	고가교량의	일부구간(L=20m)	보강	슬라브의	철근	정착	길이는	50cm가	짧은	

90cm로	과소	설계하여	안전성	미확보

❷	방음벽	교체공사를	위한	설계를	하면서,	설계자가	철근	직경=16mm(간격150mm)만	배근된	

것으로	구조계산하고,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하고는	슬라브를	추가	철근	보강하는	

것으로	과다	설계함(7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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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하차도의 파형강판 기초 브라켓 주철근 배근 부적정

설계도면에	지하차도	지붕의	파형강판을	지지하는	하부	콘크리트	기초부는	주철근을	12.5㎝	

간격으로	바닥	슬래브로부터	50㎝	돌출되게	배근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철근	보강	등	보완시공	조치

[	실측	] [	3mm~40mm	부족	시공	5.5m	구간	]

5.5m	구간은	4㎝가	부족	시공되어	있는데도	사업관리기술자는	이를	검측하고도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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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크리트공사 부적정

(1) 강남순환 지하차도의 신축이음 장치 부실시공

설계도면에	20m	간격의	신축이음	장치는	유간에	50㎜의	백업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지하수	

유출과	부식방지를	위해	특허제품인	접착제	30㎜를	채우고	그	위에	폭	10㎝의	강판(SS41)을	50㎝	

간격으로	핀(90mm)으로	고정·설치토록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❶	강판	하부에	직경	20mm의	유공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술	검토	없이	임의로	설계	변경	

❷	시공하면서	유공관을	설치하고	그	위에	비닐을	깔고	접착제를	도포하였으나	접착제가	

유공관으로	침투하여	구멍이	막힘(유공관은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불필요)

❸	강판의	재료를	임의로	변경(SS41→STS	304)시공하고	고정핀을	박지도	아니하였는데도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합격으로	처리

[	종단면도	] [	횡단면도	]

[	설계	] [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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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판	규격	임의	변경(SS41→STS304)	] [	불필요한	유공관	설치	] [	바인더	도포,	고정핀	미설치	]

조치내용

신축이음장치를	당초	설계도면과	같이	“재시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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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상태가	불량한	구간은	전부	재시공	조치	및	공사비	환수(27백만원)	

 계약문서에는	단면을	절취하고	와이어	매쉬	설치	후	5㎝두께로	단면보수토록	되어	있음

[	보수	전	] [	보수	후	]

❶	입찰	이후에	낙찰	업체에서	생산하는	“RESAC-15”	제품으로	임의	변경하여	계약

❷	시공한	내화물에	대한	공인	시험기관의	품질시험	결과	시방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남

❸	표면만	얇게	칠하는	등	부실시공(17개소)	및	면적	부족(30%)시공

(2) 입찰공고된 자재를 임의 규격변경 계약 및 부실시공 

 주요자재인	굴뚝의	내화물(castable)은	공사시방서	등에	“APC-80G”으로	규정하고	이의	품질

기준도	제시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품질기준 단위
품질기준 시공된내화물 

품질시험결과
기준미달

입찰설계 변경계약

물품규격 APC-80G RESAC-15 임의변경

굽힘강도 kg/㎠ 55	이상 40 48 7

주요 화학성분(Al2O3) % 27	이상 0 11.3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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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올림픽대교 보수공사 설계와 다른 시공 및 하자사항 미조치

	 설계도면에	따르면	방호책	상·하면과	외측면을	3cm	깊이로	쪼아내고	무수축	몰탈로	단면복구,	

기존	및	신규	콘크리트의	경계에는	에폭시	주입	줄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연2회	이상	하자	검사	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	조치를	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❶	무수축	몰탈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	주입	줄눈	174m는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준공	처리

[	설계	]

[	차량방호책	미장	들뜸	]

[	시공	]

[	교대	A2	인근	누수	및	백태	]

조치내용

하자사항	보수	조치	및	재시공이	어려운	곳은	부당이득금	회수

❷	전	구간에서	폭	0.1~1㎜의	균열	발생,	미장	들뜸(2개소),	백태	및	누수등	하자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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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세라믹	방수	방식공은	55%가	시공되었는데도	규정된	물성시험	미	이행

❷	자기질	타일	공사에	따른	초경량	에폭시접착제는	규정된	제조회사	별로	용출	시험	(탁도	및	

색도	등)	미실시

(4) 사용재료의 품질시험계획 누락 및 품질관리 소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정해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에	따라	해당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토용	현장	반입	토사에	대하여는	시방규정에	따라	토취장마다,	재질	변화시	마다	함수비,	입도,	

세립도	비율,	밀도,	액성·소성	한계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❸	정수지	및	관리본동	되메우기	용으로	지하철	현장에서	반입한	토사에	대해서	품질시험	

미실시

조치내용

정해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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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 및 지하구조물, 철골공사 부적정

(1) 놀이동산 유기기구의 기초말뚝 시공관리 부실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상태를	검측하여	기록·관리함으로써	목적물의	품질을	확보

하고,	향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❶	놀이기구의	하부에	29개의	기초	콘크리트말뚝을	시공하면서,	현장에	반입된	말뚝(D400㎜,	

길이	7m)의	검수조서도	작성하지	않음

❷	말뚝의	근입	깊이	등도	검측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시공	상태를	모르는	결과	초래

조치내용

기초말뚝	시공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제3자에	의한	안전성	검토·조치하고,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정확한	설계도서	작성,	시공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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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지급된	43백만원	환수조치	및	계약상대자	영업정지

❶	구조물의	외부에	쉬트방수를	시공을	하지	않은	채	구조물	시공	완료

❷	터파기를	할	수	없는	흙막이	가시설의	외부까지	터파기량을	늘리는	등으로	과다설계하고는	

정산	없이	그대로	준공처리

조치내용

(2) 소각장 지하구조물의 외부방수 미시공 및 공사대가 과다 지급

설계서(내역서)에는	지반과	접하는	바닥재	벙커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바닥과	벽체의	외부에는	

구조물의	내구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쉬트방수(96㎡)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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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재시공	하도록	조치

(3) 소각장의 철골 도장 도막두께 부족시공

보일러	설치공사	공사시방서에는	계단	철골구조물의	도막두께(2회	실시)는	130㎛로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	이동	통로	계단	철골	] [	도막	두께	측정	:	103㎛	]

측정

측정결과	총면적	118㎡의	평균	두께는	103㎛로	27㎛(26%)를	부족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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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콘크리트 균열관리 부적정

(1) 터널의 천정부 콘크리트 라이닝 균열관리 소홀

공사시방서에	콘크리트의	균열은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	값(0.3mm)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음

현황 및 문제점

❶	양쪽	터널을	연결하는	차량용	피난	연결통로의	14m	1개	SPAN구간에	공동(1.2㎡)	및	균열이	

다수	발생

❷	대인용	피난연결통로의	1개	SPAN	구간에	1mm	균열이	다수	발생되었는데도	원인분석과	

적절한	보수·보강	등	조치	없이	방치

조치내용

공동부분	구조물	빈	공간	발생부	재시공	또는	균열부	보수·보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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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의 상류 저류조 균열 발생 등 부실시공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은	균열관리대장에	폭,	길이,	진행상태와	보수·보강이력	등을	기록

관리하고	원인분석과	보수·보강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균열보수	조치	및	방수·배수	등을	위한	보수(시트	부착	등)	조치	요구

[	저류조	외부	19개소	]

[저류조	외부	24개소	]

저류조	유입부는	상부슬래브(두께1m)에서	벽체까지	진행된	폭0.1~0.3	mm	균열	7개소와	중간부	

30m구간에서	43개소의	균열이	발생되었으나	단순	균열주입만을	시행하고는	원인규명	등	조치	

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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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지적사례

3) 토공사 및 흙막이 가시설 공사

(1) 흙막이 차수그라우팅 시공불량으로 기능 상실

차수그라우팅(144공,	L=86m,	H=15m)은	현장	투수시험하여	투수계수(K=α×10-5cm/sec	이하)를	

확인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전구간(86m)의	하단부(6.6m)	재	그라우팅	실시,	한강제방	안전성	확보

[	평면도	] [	현장투수시험	실시장면	및	결과	]

❶	공사	완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❷	2016.	1월	1개소	시험	결과	아래	쪽	2개	지점(6.6m)은	차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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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흙막이 콘크리트 기둥(CIP) 단면 결손

역사출입구의	흙막이	공사중에	지하	매설물	등의	저촉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구조검토	등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대안을	만들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토류벽	콘크리트	보강하도록	조치

공사중	지하의	지장물이	저촉되자	가시설	폭이	1.5m축소(5.3m→3.8m)되어	축소된	폭을	확보

하고자	시공된	콘크리트	말뚝	단면	일부를	깨고	보강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붕락	우려

[	설계	:	주열식말뚝(CIP)공법(Φ450)	] [	시공	:	CIP깨기,	빈공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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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흙막이 가시설 토류판 배면의 콘크리트 벽체 누락시공

지하철의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공사는	토류벽	콘크리트+토류판(t=6cm)으로	

설계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❶	구조적	검토	없이	토류벽	콘크리트는	제외하고	토류판(t=8cm)만	시공

❷	지장물	저촉으로	가시설	폭이	축소(4.6m→4.0m)되었는데도	변경에	따른	안전성	검토	등	

조치	없이	방치

조치내용

흙막이벽	단면	보강	등	안전성	확보	및	공사비(58백만원)	회수	조치	

[	설계	:	토류벽콘크리트+토류판(t=6cm)	] [	시공	:	토류판(t=8cm)	]

공사비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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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흙막이 가시설 부재 누락 등 시공 부적정

흙막이가	시설은	설계된	부재를	빠짐없이	설치하여	지반	붕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	어스	앵커	1열	2개	누락	]

[	버팀보	단면	손실	]

[	띠장	1단	35m	누락	]

[	띠장	단면	손실	]

조치내용

모서리	버팀보	추가설치,	배면	그라우팅,	보강철판	덧대기	등	보완시공

❷	차수기능의	흙막이공(T.D.R)	벽체	8개	지점	

누수로	안전성	저해

❶	어스	앵커(Earth	Anchor)	누락,	하단부	1단	띠장	35.1m	미설치

❸	단면손실(구멍다수)이	많은	H형강을	버팀보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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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시공관리 부적정

흙막이공사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근거로	재료,	규격,	설치	위치	등이	표기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단계별로	안전	시공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누락된	부재	보강설치	및	보완	시공

❶	공사단계별	시공상세도를	미작성

❷	설계도면는	4개	모서리부에	버팀보	16개(4개/모서리당)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2개	

모서리부에	4개만	설치

❸	버팀보와	토류판의	띠장은	잭과	볼트로	접합시키도록	되어	있으나용접	접합으로	변경시공

❹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설치되는	흙막이	가시설의	H-형강,	버팀보,	복공판	하부	주형의	좌굴	

방지를	위한	X형의	보강재	4개소,	도로	복공판의	수평	이동을	구속하는	L형강	누락	시공

[	설계도면	] [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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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반조사 불량 및 불필요한 지반보강 시행

(7) 터널 굴착 중 발파 시공관리 부적정

지반조사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한국산업표준규격(KS	F2307)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토질·

깊이별로	시험을	실시해야	함

터널발파	굴착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험발파를	실시한	후	“허용	진동기준치”내에서	제어될	수	

있도록	공당	장약량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❶	임의의	2개	지점(GL-	6.0m,	GL-16m)만	시험실시	및	시험	값	측정시	시험구멍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지	않은	채	측정

❷	지반보강이	필요없는	암반으로	확인된	지반에	그라우팅	실시하여	예산	낭비

❶	시험발파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터널상단	중앙부의	기준	공당	장약량은	0.486kg인데도	

0.514kg	많은	1.0kg(약	2배)를	과다	장약하여	과도한	진동	발생

❷	허용	진동기준인	0.3kine을	초과하여	주민	등의	민원	발생

조치내용

조치내용

건설사업기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	6개월)	하도록	조치	

시험발파	결과에	따른	공당장약량을	준수하여	주변	건축물	등	안전성	확보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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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흙막이 굴착공사장 계측관리 부적정

아파트	건설공사의	공사설계설명서에	따르면	토공	굴착	시	흙막이	벽체의	최대	변위량	0.003H	

(H:굴착심도)	이내로	관리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전면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

[	변압기	후면	:	70~100mm변형	] [	변압기	전면	:	70~100mm	변형	]

❶	흙막이	가시설	철거	중	수평변위	관리기준	값을	승인	없이	임의로	높게	적용·관리하여	

보도블럭	포장(60m),	아스팔트	포장(110m)에서	지반	침하와	균열	발생

❷	녹지부에	설치된	한전	변압기(TR박스	3개)가	기울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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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설 콘크리트를 지지하는 동바리 설치 부적정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시공계획서에	따라	완벽하게	설치	

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감사 지적사례

4) 동바리, 비계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	어스앙카	1열	2개	누락	] [	띠장	1단	35m	누락	]

❶	동바리	2,500개	중	200개(8%)는	안전인증(KCS)을	받지	않은	자재	사용

❷	수평재	연결을	1방향(기준	2방향)만	설치하고	교차부	연결철물	미사용

❸	구치소	6층	바닥은	타설	높이가	5.4m	

				인데도	수평연결재	1단만	설치(기준	2단)

166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조치내용

미인증	동바리	반출,	수평연결재	2단	설치,	시스템동바리	사용,	연결철물	사용하여	보강

(2) 가설교량의 기둥과 가로강재 용접불량

가설교량의	기둥과	가로	보강재가	만나는	지점의	접합재는	상·하부	모두	용접을	하도록	설계

현황 및 문제점

[	단면도	] [	시스템동바리	미사용	] [	연결철물	미사용	]

❹	지하층	합벽지지대	하부는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하나	일반	강관	사용

❶	접합지점	125개소(길이	207m)에	대하여	용접이	어려운	하부는	용접을	하지	아니함	

[	설계도면	:	6㎜	상하용접	] [	가설교량	하부	(가로ㄷ형강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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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교량의	825m	보행로	난간	및	보차도	분리대	지주(H형강,	100×100㎜)와	가로재의	접합부는	

4변에	용접을	하여야	함

조치내용

용접완료	후	가설교량을	개통하도록	조치

❷	1,164개	지점에서	2변만	용접	시행

[	난간	미용접	:	1,164개소	233m	]

[	가교용접	미실시	:	250개소	207m	]

168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3) 교량 점검통로의 고정볼트 미체결로 탈락 우려

설계도면에	따르면	교각의	점검	통로는	1m마다	교각	

두부	상면	길이1m의	ㄷ형강을	설치하고,	볼트	2개로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❶	14개	중	13개	교각의	점검	통로는	교각	상단에	설치한	ㄷ형강	221개에	점검통로(L=254m)를	

지지하는	고정용	볼트를	시공하지	않음

❷	모서리	부분은	2변이	중첩되어	13개의	점검통로는	ㄷ형강을	설치하지	않았으나,	그대로	

준공처리	하여	55백만원	과다	지급

조치내용

고정	볼트	등으로	보완	시공,	과다계상	지급된	공사비	환수

[	설계	단면도	]

[	ㄷ형강	미설치	구간	] [	앵커볼트	시공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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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량 보수공사시 낙하물방지망 및 비계 설치 부적정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등에	따라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❶	교각	2개소(P63,	P93)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전혀	설치하지	않음	

❷	방지망의	내민	길이는	1m	내·외,	수평면과의	각도는	65°,	모서리부는	지지대를	하지	않은	채	

낙하물	방지망만	걸쳐두는	방식으로	시공함

조치내용

낙하물방지망을	설치규격	대로	설치하도록	조치

[	각도,	수평투영면	2m안됨	] [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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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량의 가시설물 설계와 다른 시공 및 정산 부적정

교량	상판의	인상을	위한	임시	지지철물은	설계도면에는	길이	50mm	조립용	강관(지름	216㎜)	

2개를	2개의	강판(300×300㎜,	t=20㎜)으로	연결	하도록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앞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서에서	정한	방법대로	시공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	조치

설계대로 
시공

실제	시공은	1개의	길이	100mm	강관으로	설치하였는데도	설계대로	준공	처리하여	공사비	

52백만원	과다	지급

[	설계	] [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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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과다	지급된	공사비	799백만원	회수조치(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및	설계변경	잔여분	

과다설계	방지(172백만원)

(1)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및 공사대금 과다 증액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때는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원가를	산정	

할	때는	표준품셈등을	적용하여야	함	

5) 설계변경 및 정산 부적정

❶	계약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	3개월	이내에	6회로	분할하여	설계	변경하였으며,	3회	이후	

부터는	10%	이상이	증액되는데도	계약금액의	24.4%인	2,867백만원(11,732백만원→	

14,599백만원)이	증가된	6회까지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음

❷	흙막이	가시설의	시트파일(L=28.3m,	421본)은	3개월	이내	4회로	쪼개어	「Water	Jet	+	

진동	Hammer」공법에서	「천공」공법으로	설계	변경하면서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고가로	적용하여	723백만원을	과다	지급(추가	설계변경	예정	172백만원)

강재	1,083톤은	신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

❸	재활용품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조치하지	아니하고	설계대로		76백만원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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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선도로 공사의 현장 발생토 처리 부적정

당초	계약문서에	반영되지	않은	가시설	H-Pile의	천공홀(450mm)	2,625공을	모래	7,011㎥를	

구매하여	되메우기하는	것으로	변경계약	

설계서에	가시설	SHEET	파일의	박기는	지표면에서	1.5m	터파기	한	후에	시공하도록	되어있음

현황 및 문제점

[	천공홀	단면도	]

•내용없음

•현장 발생토로	시공

•현장	발생토

			(약1,600㎥	사용)

•모래	:	160백만원	증액

① 설 계

④ 실제 시공

② 일부시공

③ 설계 변경

❶	이미	1,587㎥는	공사현장	모래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	현장	발생토를	

사용하였는데도	160백만원의	공사비를	부당증액

❷	선굴착한	1.5m를	공제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94백만원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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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발생토사는	당초	수도권	매립지(46.62㎞)에서	거리	23.5㎞의	양주시	골재	선별·채취

업체로	반출하는	것으로	설계함	

[	단면도	]

지표면 1.5m 굴착

진동식 해머 및 워터제트 박기

정산 : 공당 1.5m 미공제

[	실제	반출지	:	의정부	택지조성	][	실	사토장	][	계약	]

계 40,227㎥

의정부 택지조성 40,227㎥

의정부 OO신축 40,227㎥

의정부 농경지 40,227㎥

양주시 소재

OO산업(주)

❸	25,700㎥는	12.6km의	의정부	택지	조성공사	현장으로,	3,500㎥는	9.8km의	의정부	신축

공사	현장으로,	10,400㎥는	16.8km의	주내	농경지	객토용으로	반출되었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204백만원	과다지급)

❹	골재	선별업체	OO산업(주)이	반출한	80,000㎥에는	풍화암,	연암	39,908㎥가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재활용의	가치를	인정하여	싼값으로	운반하였고,	현장에서	매입·사용하지	

않는	유령의	8,000㎥를	공사비에	반영시켜	공사비	338백만원이	과다	지급

조치내용

부당	증액	및	지급한	공사비	전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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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량 중복 계상으로 변압기 용량 과다산정

고도정수처리공사의	계약문서인	실시설계	보고서	등에	따르면	변압기	필요용량을	14,000KVA로	

산정하고는	2차	공사계약	체결시	기존	변압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현황 및 문제점

❶	청계천	용수	유지관리	전력량(1,294KVA)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중복계상	되어	여유율	

1.1을	적용하여도	필요	용량이	11,830	KVA이고,				

❷	2030년까지	수돗물	생산량을	5만㎥/일	감소	계획으로	12,000KVA인	기존	주	변압기의	

재사용이	가능한데도	증설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729백만원	과다	설계)

조치내용

변압기	교체공사비	감액(729백만원)	하도록	조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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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빗물펌프장의 흙막이공법 부당 설계변경

흙막이	가시설인	강널말뚝(sheet	pile)은	설계서에	진동해머(항타)에	물분사(Water	Jet)를	장착

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설계변경으로	부당하게	증액된	공사비	감액	하도록	조치

❶	지반	등	현장	여건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계약문서가	아닌	일위대가에	물분사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항타로만	설계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법변경(항타	→	천공	+	항타)

시켜	공사비	456백만원	부당	증액

❷	굴착깊이(Ⓐ)를	잘못	가정하여	말뚝	근입	

깊이(Ⓑ)를	본당	2~2.5m	과다	산정(16백

만원	과다	계상)

선천공	+	항타

(변경	공법)

항타로만	된	

것으로	간주

진동해머(항타)

+	Water	Jet

[	설계변경시	공법변경	내역	][	설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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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빗물펌프장 흙막이 가시설 과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하는	때는	현장조사와	설계도면·구조계산	등의	내용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실시

흙막이	배면은	하향의	역경사	지형이나,	수평면으로	가정하고,	안전율과다	적용으로	과다	

설계·시공하여	20백만원의	예산	낭비

구 분 승인된 설계 재검토 결과

앵커 평균길이 27.3m 20.5m

앵커 안전율(Fs) 2.5 2.0

[	설계변경	승인도면	:	지형	-	수평	] [	재검토	설계도면	:	지형	-	역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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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물량 축소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조정 미이행

설계서의	누락·오류,	공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제6절,	제7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현황 및 문제점

❶	설계시	공사물량	산출	오류로	철도도상	구간의	교면방수·배수콘크리트	면고르기·야간	

자동점멸등에	대한	공사	물량을	과다하게	산정

❷	계약문서인	설계서(공사시방서,내역서)에	교량	받침의	철거	및	설치는	야간작업	기준으로	

비용이	반영되었는데	실제는	주간에	작업	실시

❸	공간비계	측면	합판의	설계	높이는	3.6m인데	1.8m만	설치

조치내용

설계변경하여	공사비	감액(574백만원)	조치

[	공간비계	시공	도면	] [	공간비계	시공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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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원가 과다 계상 및 계약문서 작성 부적정

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	

요령에	따라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❶	흙막이	가시설	엄지말뚝을	지장물로	한쪽(3개)만	설치하였는데도	양쪽(6개)을	모두	시공한	

것으로	준공처리하여	16백만원	과다	지급

❷	방음벽	철거	작업은	주간에도	가능한데	야간으로	설계·계약(노무비	할증	87.5%)	하고는

실제	주간에	작업을	하였는데도	정산	없이	준공처리	하여	182백만원	예산낭비

조치내용

공사원가	산정	및	계약문서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전파

[	정상시공	] [	변경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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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건설현장에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2) 무등록업체에 하도급 계약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함

수급인은	도급받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❶	○○처리시설공사의	하수급인	A사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을	서울시내	

2개	공사	현장	및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등	3개	현장에	중복	배치

❷	하도급	받은	㈜B사는	당해	현장에	배치한	건설기술자를	서울시내	타	건설공사	현장	2개소

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건설기술자	배치기간과	다르게	허위	입력

조치내용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건설기술자	배치기간을	허위로	입력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6) 하도급 관리

180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3) 건설공사의 일괄하도급 계약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현황 및 문제점

❶	○○주차장	구조체	보강공사	수급인은	특허사용	협약에	따라	특허	보유자로부터	특허

기술력을	제공받아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제	3자인	○○컴퍼니에게	특허공법이	적용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음

❷	○○아파트건설공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종을	하도급을	받은	A개발(주)는	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를	B개발(주)에	다시	일괄	재차	하도급을	하였음

❶	가설	방음판넬	울타리	및	교통표지판	설치	공종의	공사를	해당	공종에	적합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	하여야	하는데도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업체에	

하도급	하였음

❷	건설공사의	수급인으로부터	수장(도배)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일부를	개인	

사업자에게	다시	재하도급	하였음

조치내용

조치내용

수급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수급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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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가하도급 계약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미이행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액의	82%미달하거나	예정가격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❶	◉◉개설공사	등	2건의	공사에서	통보된	하도급	계약	중	6건은	도급금액	대비	하도급율이	

82%	미만	인데	심사를	하지	않았고,

❷	◉◉개선공사	등	2건의	공사는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율이	60%	미만인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미이행

조치내용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심사하여	하도급계약	변경	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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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가변동 계약에 대한 하도급 대금 미반영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함.

현황 및 문제점

조치내용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증액을	하지	않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급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수급인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3개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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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이후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가지	

복구와	도로건설은	외국의	원조에	힘입어	시작되었다.	

원조자금은	주로	복구공사용	건설자재인	시멘트,	철근,	

목재,	강관,	아스팔트	등의	구입비로	충당되었다.	복구

작업은	도심지대의	파괴된	도로에	대한	포장공사와	

확장공사,	교량	복구공사가	주를	이루면서	1953년부터	

시작하여	1957년까지	5년간	서울시와	시민이	합심하여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한강에서	중앙청에	이르는	

간선도로를	전면	개수	공사한	것과	소개도로였던	지금의	

퇴계로를	신설하여	종로,	을지로와	함께	서울시내의	

동서를	관통하는	간선도로가	구축된	것이	이	시기	이다.

또한	복구작업이	일단락된	1958년부터는	새로운	도로

건설사업도	많이	계획되었다.	이때부터	외국원조자금으로	

해외	기술훈련을	받고	귀국한	국내	기술진에	의해	시내	

도로	포장과	교량공사	등에	선진국의	신기술과	공법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1958년	착공된	청계천	복개공사는	대부분	국내	자재로	

충당하여	국내	기술진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그리고	

도로	포장공사에	필요한	아스팔트	등을	생산하는	역청

사업소,	보도블록을	생산하는	제관공장	등이	확장	운영

되면서	도로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생산하여	시내	

각	공사장에	공급하였다.

‘한국전쟁’ 

직후의 

건설 기술과 

자재의 발전

ㅎ
ㄱ
ㅈ
ㅈ



소송 이야기 및
법규내용 해석

Ⅳ



1    소송 사례

(1) 법률 용어 상식

 

•	「적용한다」라고	함은	적용되는	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B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준용한다」라고	함은	준용되는	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항(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	「경우」는	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	「때」는	시점	또는	시간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	「즉시」는	시간적	즉시성이	보다	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체없이」는	역시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한	지체는	허용된다고	해석되고,	다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협의」는	주로	대등자간의	경우에	쓰이고,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동의」는	대등자간의	경우와	상·하위자	관계에서	모두	사용되며,	하위자에게	「동의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도	쓰여진다.

•	「동의」라는	문자의	의미만을	보면	일응	상담만	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법령상의	용어로는	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법률 상식

적용 / 준용

경우 / 때

즉시 / 지체 없이

협의 / 동의 /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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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고,

•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든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	권한의 대리	:	행정기관의	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보조기관	또는	다른	행정관청

등이	대리기관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이	대리기관이	된다)이	피대리

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	: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위임의	범위내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며,	수임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 내 부 위 임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데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

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그	권한은	어디

까지나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 위 임 전 결 	:	행정관청의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즉	결재를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위임은	소속하급관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대하여,	위임

전결은	당해	행정관서	내의	보조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즉,	위임

전결은	행정사무처리의	신속·간편화를	위하여	결재과정에	관하여	인정된	것이다.

•	고지	: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것으로	판결을	알리는	선고와	구별되고,	행정법상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청구기간을	알려주는	제도

고지 / 통지

기일 / 기한 / 기간

권한의 대리 / 권한의 위임 / 내부위임 / 위임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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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	보상	:		적법행위로	인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제공되는	대상을	말한다.	공법상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합법적	권리행사로	입은	손실을	국가가	전보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헌법상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형사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상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시킨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대상을	말한다.	행정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하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무효	:	일정한	원인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	

•	취소	: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

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	철회	: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	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기소 / 고소 / 고발

보상 / 배상

무효 / 취소 / 철회 / 추인 / 해제 / 해지

•	통지	:		자기의사나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사법상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사

통지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관념통지가	있으며	의사표시와	다른	점은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는	점이다.	행정법상으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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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❶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

		❷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	재산,

		❸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	보존재산	: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 잡종재산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것을	말한다.	국유의	사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	공포	: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또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는	바,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

요건의	하나이다.	

•	공표	: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	상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상태의	존부를	다중에게	알리는데	그치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나,	직접적으로는	상대방의	수치심과	사업상의	불이익	등을	불러일으킬	사회적	

제재	내지	명예벌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한다.	

행정재산 / 보존재산 / 잡종재산

공포 / 공표

•	추인	:	일반적으로	사후의	동의	

•	해제	:		유효하게	성립하여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	해지	:		계속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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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본인의	실수	또는	송금오류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고	은행에서	개인신용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상대방	인적사항(성명,	주소지	등)을	확인해주지	않을	때

1.			은행에	예금반환	신청하고,	돈을	받은	사람	성명만	확인해서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제기(증거자료	입금내역서)후	

2.	법원의	상대방주소	보정명령을	받아	해당	은행지점을	사실조회대상으로	정한	다음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하면	상대방	확인	가능

일상사례(은행송금오류)

(2) 각종 소송의 이해

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법적근거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부당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의 종류

•	부당이득은	급부	부당이득,	침해	부당이득,	비용	부당이득,	제3자의	개입에	따른	부당이득이	있다.

			-		특정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	기타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급부가	제공되었으나,	이후	그	법률관계

에	하자가	생겨	급부의	법률상	원인이	탈락함으로써,	제공된	급부가	부당이득이	되는	급부	부당이

득에	관한	소송이	많다.

반환책임의 범위

•	선의의	수익자일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해야되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	이때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다음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이익반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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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다카37판결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왔을	때

1.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함

2.	보험금은	미청구하겠으니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게	하고	싶은	경우	이러한	취지의	답변서	

또는	법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달라고	진술

3.	보험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에	응소

일상사례(보험금 지급관련)

나.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	확인소송은	권리나	법률관계에서	범위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존부확인에	관한	판단을	청구하는	

것으로,	빌린	돈을	갚았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이행소송과 연계성  

•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행소송인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금/부당이득금	등	지급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하고,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이행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원고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행사는	불가능하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범위

•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다툼있는	범위에	대하여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기에	채무자가	

채권자	주장의	채무중	일부의	채무가	있음	인정을	하고	이를	초과하는	채무는	없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인정을	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는	그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초과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채무자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있다.

191

Ⅳ. 소송이야기 및 법규내용 해석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체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원상회복의무를	지며	일방은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의	손해액으로	하고	있음

일상사례(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적근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요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는	계약상	의무에	위반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따로

　위법성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요건함

소송진행

•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은

			1.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우편으로	내용증명	보내기

			2.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

			3.		청구할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소액심판	청구,	상대방과	다투게	되거나	주장할	입증이	어려울	

경우,	큰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

			4.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판결을	받고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5.	채무자의	채권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	동산에는	압류,	부동산에는	강제경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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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0000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피고소유의	임야	2필지를	89억원에	보상하는	것으로	

공공용지	협의취득하여,	2009년	및	2010년	보상하였으나,	피고	소유의	위	2필지	임야에	있던	

무허가	건축물과	관련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는	“대지”로,	그	이후에	

증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는	“임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나,	위	2필지	임야중	대지로	

평가된	총	2,100㎡	중	485.4㎡는	1989.	1.	24.	이후	불법	증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임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대지로	평가하여	약	6억원이	과다	보상되었음

소재지 지번 지목
실제 보상 정상 보상 과다

보상지목 면적(㎡) 평가금액 지목 면적(㎡) 평가금액

○○○구

○○동

산○○-

○○외	1
임야

계 19,099 89 계 19,099 83

6대 2,100 32 대 1,615 25

임야 16,999 57 임야 17,484 58

(단위	:	억원)

① 임야 내 무허가건물 부지 과다 보상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서울△△△△법원	2014.	화해권고결정>

사건명			부당이득금

당사자

•	원고	:	서울특별시	○○○구

•	피고	:	○○○

사건개요

2) 유형별 소송이야기(부당이득/채무부존재/물품대금/벌점부과)

관련 감사내용

•	감	사	명	:	공원녹지	사업분야	감사(○○○○국	및	자치구)

•	감사기간	:	2012.	9.	13.	~	10.	12.

•	소송관련	지적내용

			-		임야로	보상하여야	할	무허가	건물부지	일부를	대지로	과다보상	

·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물부지의	보상기준일이	1989.	1.	24.이므로	19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부지는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임야로	보상해야	함에도	대지로	

보상함에	따라	591백만원	과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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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임야들	중	이용	상황이	대지로	평가되어	보상금이	결정된	토지는	토지보상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으므로,	동	계획에	따라	1989.	1.	24.	이후	증축된	부분의	부지는	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의	실제의	이용상황(대지)과	달리	보상계획과	같이	불법형질변경	당시의	지목(임야)으로	

평가되었어야	하는데	이와	달리	대지로	평가되어	토지면적	2,100㎡	중	485㎡가	과다보상되었음

피고의 주장  

•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실제	이용현황과	무허가건축물	

및	부속건물의	면적	등에	대하여	잘못	파악하고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자료도	부족

하거니와	이	사건	공공용지취득협의서	어디에도	이를	이유로	계약의	일부	취소권	또는	대금감액	

청구권에	대한	일반적인	유보조항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

•	감정평가에서	이미	수립된	보상계획공고와	달리	평가대상항목의	현황을	잘못알고	평가함으로써	

결국	대금을	과다지급한	것이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에	의한	대금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론(화해권고결정)

•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3억원을	2회에	나누어	납부

하도록	함

시사점

•	이	사건은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소송수행	변호사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로	

화해권고	수용시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경우	변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조치

194

안전도시 서울 만들기 



공사비 환수

② 환경관리비 과다지급 등에 따른 공사비 환수 

					<서울△△△△법원		2013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당사자

•	원고	:	○○종합건설	외	11명

•	피고	: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사건개요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성한	후	피고들의	검사를	

거쳐	공사금액을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들은	자체감사결과를	기초로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아래	금액에	대해	환수할	것을	통지	받음

원고 공사명 환수통지사유 환수액(천원) 비고

○○

종합건설

★★교	중차량	

성능개선공사

환경관리비	과다지급 6,171 	

신축이음철근가공	부적정 710 	

콘크리트	표면보수	등	

수량정산	초과	산출
12,650

○○건설
2010년	관내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계약)
공사대금	과다지급 13,787

관련 감사내용

•	감	사	명	:	기관운영감사(○○도로사업소)

•	감사기간	:	2011.	8.	25.	~	9.	30.

•	소송관련	지적내용

			-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환경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는	현장청소인건비	등	총	27건	44,407천원	과다	지급

			-		콘크리트	면보수	등	수량정산	부적정

			·콘크리트	표면보수면적	산정시	교량점검통로	브라켓	고정철판(118㎡)	미공제로	4,850천원	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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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연간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에서	정한	공정별	단가와	원고들이	시행한	공사물량을	토대로	

피고들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설사	잘못	정산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과	사이에	유효하게	이루어진	정산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들은	잘못	정산된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와	같은	환수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의 주장  

•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내지	하자보수대금을	부당이득	내지	하자담보

책임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반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의 원칙

•	공사계약상	계약금액의	산정에	착오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공사대금을	

도급인(피고)이	수급인(원고)으로부터	환수할	권리가	있더라도	

•	일단	정산을	거쳐	공사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공사대금	산정의	착오	또는	하자를	이유로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착오	또는	하자의	존재가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라야	하고	

이의	입증책임은	도급인	측에	있다.

청구에 대한 판단 

•	환경관리비	부당	계상,	콘크리트	면보수	등	수량정산	부적정으로	과다지급	등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가1,	2,	3,	4호증	각	기재만으로	위	공사대금	부분이	부당하게	과다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  론  

•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사점

•	소송대응시	피고(발주청)가	원고(도급자)에게	과다지급한	금원에	대한	착오	또는	하자의	존재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333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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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탄성포장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서울△△△△법원	2014	판결	외	2건>

사건명			탄성포장재	대체납품	부존재확인

당사자

•	원고	:	○○탄성포장업체	외	18개	업체

•	피고	:	서울특별시	및	18개	기관

사건개요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후	피고들의	검사를	거쳐	공사금액을	

정산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들은	자체감사결과를	기초로	이미	지급한	공사

대금	중	아래	금액에	대해	환수할	것을	통지	받음

원고 공사명 환수통지사유 환수액(천원) 비고

○○탄성

포장업체	외	

18개	업체

00공원	탄성포장재	

포설공사	등	126개	공사

시공된	탄성포장재의	품질이	

계약내역상의	기준과	다르고,	

두께	등이	부족하게	포설되어	

계약에	따라	환수

3,316,000

관련 감사내용

•	감	사	명	:	탄성포장시공실태	특별감사(서울시	20개	자치구,	5개	사업소)

•	감사기간	:	2012.	3.	8.	~	3.	30.(기간	중	15일)

•	소송관련	지적내용

			-		서울시내에	탄성	포장한	24개	시공업체에	대하여	126개	공원	대체납품	요구

			·성능관련	품질시험	결과	대부분	기준	미달(97.2%)	140개	현장	3,763백만원

			·안전관련	충격시험	결과	다수	불합격(27.3%)	15개	현장	

			·두께	부족	등	규격미달	시공(24%)	56개	현장	1,067백만원

			·공사시행방법	및	공사원가	산정	부적정	5건	159백만원

			·기타	하자방치	등	사후관리	부적정	20개	현장	

※		탄성포장재의	품질은	법령상	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확인하여	공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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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주장 

•		본안	전	항변

			-		서울시는	원고들과	탄성포장재	관련	계약	체결사실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	본안에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함

			-		탄성포장재의	품질과	충격기준을	동시에	만족	사례가	있고,	품질검사는	시공	후	1년	미만의	

현장을	대상으로	함	

			-		시료채취	당시	시,	구,	업체관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KS품질시험기준에서	정한	규격으로	

채취	시	칼로	자르고	끌을	이용하여	안전·공정하게	채취

			-	시료	시	송곳	등으로	포장재	곳곳을	측정·선정하여	대표성	있는	2~4개소	채취

			-		품질시험을	국가와	법률에서	공인된	2개	시험기관	시험한	결과이고,	법률과	계약상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쟁점사항 

•		탄성포장재	포설	후	1년이나	되어	물성이	변한	시료로	시험한	것의	KS규정에	어긋나고,	시료채취	시	

업체	미참석,	부작위한	채취과정,	불공정한	시료	수	등

•		조달계약	시	물리적으로	충격시험	값과	인장강도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품질기준으로	

원고들을	계약토록	하였으므로	품질시험은	원천적으로	부당함.	따라서	조달계약에서	인장강도	

기준을	압축강도로	변경해야	함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탄성포장재	대체납품의	원인이	된	조달청과의	계약	내용은	원고들이	조달계약에	참여

하기	위해	조달청의	무리한	계약	조건의	품질기준과	충격기준을	동시에	만족	불가능한데도	모두	충족	

토록	강제계약)을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계약한	것이므로	탄성포장재	대체납품	요구는	이행할	

의무가	없음

•	또한,	서울시	감사과정의	품질시험	때에	시료	채취과정에	원고가	참여하지	않아	시료의	적정성을	

믿기	어렵고,	시료채취	시	망치와	빠루	등으로	시료를	강타하여	시료의	물성이	변한	상태였고,	

현장마다	2~4곳의	시료로	전체	공원을	대표하는	것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시공	후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비바람에	물품의	성질이	변화되어	수축된	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시공	이후	1년	된	시

점에	현장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것은	서울시	품질시험	규정에	어긋나고,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이미	경과하여	부당함

※	실제	조달청에서	소송	진행	중	인장강도	기준을	압축강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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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1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모두 승소

•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18개	기관)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심 판결 : 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 성립

•	현재	포설된	모든	현장을	시공업체에서	즉시	하자보수하고,	보수시점부터	5년간	시공업체에서	

의무	유지·보수	조건으로	강제	조정

시사점 

•	(민사소송	및	강제조정	응대	방법)	민사소송은	행정소송과	달리	상대방의	주장에	답변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세세히	응대해야	하며,	재판부에서	화해,	강제조정	등을	구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소송의	원인이	된	공사	등의	설치목적을	감안하여	고유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필요함

			-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여부를	판단하고,

			-		6하	원칙에	따라	사소한	내용이라도	주장사항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미변론으로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조정	협상	시에는	물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고유목적을	달성토록	협상	필요

•	(조정결과	판단)	탄성포장재의	내구연한은	대략	5년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임

			-		소송	대상	공원들은	2011년도	공사되어	2015.	2월	강제조정	후	5년간	유지·보수토록	조정되어	

10년간	설치목적을	유지하게	되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법원 판단내용

•		고무칩	층의	두께가	계약과	다르게	현저하게	부족하게	시공된	점,	계약상의	품질이	국가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상부층과	하부층의	인장강도가	기준에	미달된	점,	시료채취	당시	시·구공무원	

및	다른	업체의	관계자가	동석한	가운데	채취된	점,	시료	채취	즉시	촬영하고,	채취날짜,	채취일지,	

동석자	확인서명으로	봉인하여	시험기관에	인계된	점,	시료의	물성이	변화된	증거가	없어	부당하게	

채취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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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0000아스콘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인	아스콘제조회사로	피고와	위	조합과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네	곳의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소요될	아스콘	★,★★★톤을	배정받아	

납품하였으나,	1차	및	재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판정되었고,	3차시험에서	합격판정받았으나,	

피고는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1차시험	및	재시험이	불합격	통지되어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원고에게	재시공비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

④ 아스콘 불합격에 따른 물품대금 미지급

					<서울△△법원	2013	판결>

사건명			물품대금

당사자

•	원고	:	○○아스콘

•	피고	:	서울특별시

사건개요

미지급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이	사건	아스콘이	3차	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으므로	재시공대상이	아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4조의	2의	규정은	3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피고가	시험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더라도	이는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매우	상이한	1,	2차	시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한	판정을	위하여	3차	시험을	

시행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3차	시험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주장  

•	3차	시험은	감리원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의뢰한	것일	뿐	이를	시행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아스콘이	비록	3차	시험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더라도,	1차	시험	및	재시험에	불합격한	이상	

계약에	따라	재시공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아스콘	대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

이 사건의 쟁점

•	3차	시험의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아스콘이	수요기관인	피고의	품질검사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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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 대한 판단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공사시방서」에	확인시험	결과	불합격한	시료에	대하여는	재시험을	

실시하고	재시험에도	불합격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위	

시방서는	조달청과	계약상대방	간에	체결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계약상의	규정이므로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아스콘이	1,	2회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상	피고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4조의	2	제4항의	‘불합격의	검사횟수에	대한	횟수산정은	

조달청에	통보된	동일	계약번호의	납품건에	한하며,	누적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은	납품된	아스콘에	

대하여	3회까지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로는	볼	수	없다.	

•		시방서의	규정으로	시험의	횟수를	2회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수	없고,	1,	2차	

시험결과가	매우	상이한	특수한	경우라	하여	이를	배제하고	임의로	추가적인	시험을	실시하는	것

이	정당화될	수	없다.

결  론  

•	1,	2차	시험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이	사건	아스콘이	3차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요기관의	품질시험검사에	합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시사점

•	이	사건은	불합격	아스콘에	대하여	검수를	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하여	

원고(아스콘	공급업체)의	잘못을	명확히	하였고

•	재판부에서	소송중	“조정결정”요청하였으나,	‘이의신청’하여	승소한	사례로	법원의	조정	등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고	일방적인	조정일	경우	최종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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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아스콘 물품대금 반환 등

					<서울△△△△법원	2014	판결>

사건명			물품대금반환등

당사자

•	원고	:	서울특별시

•	피고	:	○○.○○아스콘	공업협동조합,	○○아스콘	주식회사

사건개요

	원고	산하	★★도로사업소는	‘2010년	하반기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사업계획’에	따라	피고로부터	

○○로-△△△로간,	☆☆☆예식장-◎◎◎역삼거리간의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아스콘	

,톤을	공급받아	이중	☆☆☆예식장-◎◎◎역삼거리간	공사의	아스콘에	대하여	♤♤

시험소에	품질시험의뢰한	결과	아래와	같이	3차까지	불합격되고	4차에	합격되었다.	

	-	이후	2011	감사에서	3회	불합격된	아스콘을	재시공	조치하지	않고	다른	재료로	합격받아	

준공처리한	점이	지적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재료비와	시공비	등	총	00백만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가	위	징수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

관련 감사내용

•	감	사	명	:	기관운영감사(○○도로사업소)

•	감사기간	:	2011.	8.	25.	~	9.	30.

•	소송관련	지적내용

			-		아스팔트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재시험에서	불합격된	아스콘을	재시공조치하지	않고	

다른	재료로	합격	받아	준공처리

시험차수 1차 2차 3차 4차

시험의뢰

(통보일)

2010.	8.	26.

(8.	31.)

9.	2.

(9.	7.)

9.	13.

(9.	16.)

9.	27.

(9.	30.)

포화도기준

(다짐횟수)

65	~	80

(50회)

70	~	85

(75회)

시험값 83.3(불합격) 68.9(불합격) 불합격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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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	피고	회사가	☆☆☆예식장-◎◎◎역삼거리간	공사에	공급한	톤의	아스콘은	♤♤시험소에서	

품질시험	결과	1차	시험과	재시험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하자있는	품질의	것이었고,	원고는	재시공을	

해야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자	있는	품질의	아스콘을	공급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공사대금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피고의 주장  

•	아스콘에	대한	품질시험	횟수를	2회로	제한한	것은	내부규정으로	4차	시험결과	합격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청구에 대한 판단

•	시험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는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	공사시방서」는	조달청과	계약상대방	

사이에	체결되는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에	대한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원고의	내부규정이	아닌	피고도	따라야하는	계약상의	규정으로	합격판정을	받은	4차	시험은	무효이다.

•	이	사건	아스콘의	불합격	판정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살펴보면,

			-		우선	품질시험소의	불합격판정에	대하여	시방서	기준과	비교해보면	시험성적이	품질시험소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시방서	기준에는	부합하므로	계약상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시험차수
(시험의뢰일)

다짐횟수
포화도

시험성적 시방서 기준 품질시험소 기준

1차 (2010. 8. 26.) 75 83.3 70~85 	65~80

2차 (2010. 9. 2.) 50 68.9 65~80 70~85

결  론

•	이	사건	아스콘의	공급으로	인하여	원고가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시사점

•	품질시험소에서	불합격한	아스콘에	대하여	시방서의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소송에	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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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서울△△법원	2015.	판결>

사건명			벌점부과처분취소

당사자

•	원고	:	주식회사	○○○사무소	○○엔지니어링	외	1명

•피고	:	서울특별시	

사건개요

	원고들은	피고와	서울	★★★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2008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였다.	

				-		2013년	4월	~	5월	서울시	보도정비사업	감사결과	☆☆☆☆☆상가	앞	보도공사의	구배불량,	

경계석	간격	부적정,	수축줄눈	미설치,	점자블록	설치	위치	부적정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	및	감리자에게	벌점부과토록	하였으나,

				-		2013년	10월	서울시	○○○○○○본부장은	원고에게	경고조치하였고,	이후	2014년	1월	피고	소속	

○○담당관에서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를	하면서	○○○○○○본부장이	원고에게	벌점부과하지	

않은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여	원고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		이에	○○○○○○본부장은	2014년	3월	원고에게	벌점2점을	부과하였다.

관련 감사내용

•	감	사	명	:	보도블록	정비사업감사

•	감사기간	:	2013.	4.	18.	~	5.	15.

•	소송관련	지적내용

			-		감리업체	및	책임감리원	벌점(2점)	부과

			·보도의	횡단경사	부적정,	L형	측구의	수축줄눈	미설치,	경계석	줄눈간격	미준수	등	공사장	안전·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	시공사	및	감리사	벌점부과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보도공사는	당초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벌점	근거	법령의	‘기타	구조부’에	해당

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하여도	확인이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과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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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2013.	10.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경고조치하여	원고들은	경고조치	이외의	별도로	벌점부과

처분이	없다고	신뢰하였으므로	2014.	5.	피고의	벌점부과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	벌점부과로	인한	공익보다	원고들이	받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	원칙에	위배

인정사실 

•	이	사건	계약의	과업내용서에는	설계변경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도공사는	설계

변경으로	공사내용에	포함된	사업으로	원고가	2012.	12.	기술검토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청구에 대한 판단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경고조치는	법	규정에	없고,	경고조치로서	원고들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그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고,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은	법에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규정한	벌점	대신	경고조치를	한	것은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피고는	하자	있는	이	사건	경고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	벌점제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고,	벌점	처분기준에	불합리하거나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들이	받는	불이익	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  론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시사점

•	부실공사에	대한	벌점부과는	법에	의무된	사항으로	법규정에	없는	경고조치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경고조치를	하였더라도	벌점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

205

Ⅳ. 소송이야기 및 법규내용 해석



2    변상명령 사례

1) 변상명령의 법적근거 및 요건

변상판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하여	변상책임	유무를	판정

공공분야는	감사원만이

할	수	있음

변상명령

위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직원에	대하여	

기관장이	자체	변상명령

(명령기관은	감사원에	손해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변상명령을	받은	직원은	감사원에	변상판정청구를	할	수	있음)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장만	할수	있음

근거법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감사원	재심의규칙」,	「물품관리법」	제45조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변상관련 처분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		객관적	성립요건으로는	변상책임의	주체가	회계관계직원(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

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및	회계관계직원의	보조자이어야	하며,	국가	및	단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다.

•		주관적	성립요건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출납직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있다.

입증책임

•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원고)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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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판정의 요건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일	것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것

•	법령	기타	관계	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위반했을	것

•	국가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	위반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① 임야 내 무허가건물부지 과다 보상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2.	9.	13	~	10.	12

•감사대상	:	서울특별시	○○○○국	소관	공원녹지	사업분야

당사자 

•보상개요	

		-	대상토지	:	00동	산00	-	000외	1필지(00,000㎡,임야	+	대지)

		-	토	지	주	:	이

	•지적요지

		-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부칙			

(제344호,	’02.	12.	31)	제5조에	따라	1989.	1.	24.	당시의	토지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	토지용도가	임야인	것을	대지로	평가하여	591백만원	과다	보상

•처분내용

		-	신분상	처분요구	:	훈계(경징계,	징계시효경과)

		-	행·재정상	처분요구

2) 변상명령 사례

구제제도

207

Ⅳ. 소송이야기 및 법규내용 해석



※		현년도	기준으로	보상	시	보상기준일인	’89.	1.	24.	보상기준	시점	대비	무허가	건물이	무단	증축되어	있어	보상

				면적이	넓어지고,	임야가	아닌	대지로	보상하게	됨에	따라	보상금액이	크게	늘어남

 시정	:		과다	보상된	591백만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피	보상자에게	환급요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통해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

 변상명령	:		변상책임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	소멸되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변상명령	처분

변상명령 처분 판단

❶ 위반 내용

•	이	건	보상관련	공원지역은	전임자가	’08.	4.	15.	보상조서를	’81.	12.	31.(기존	무허가건축물	인정

기준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보상계획을	공고(○○○구	공고	제2008-246호)하였음에도	후임자는	

이를	인용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보상을	실시한	중과실이	있는	사항으로

-	2008.	7월	유권해석의	권한(국토교통부)이	없는	같은	구청	내	0000부서에	보상기준	시점을	

현년도(2008년)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를	질의형태로	업무	협의

  이에	0000부서에서는	질의	다음날	무허가건물	보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로서	현년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음을	잘못	회신

-	후임자는	잘못된	협의	사항을	토대로	현년도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한	결과,	적정금액	대비	

591백만원의	금액이	과다	보상하게	되어	손실을	초래함

❷ 변상대상 여부 판단 및 입증책임

•변상명령은	「회계직원책임법」관계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할	수	있음

-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는	공무원은	물론	그	보조자까지	

해당하므로	실제	업무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의무위반	여부)	회계관계	직원이	법,	그	밖에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함

-	(손해요건	여부)	변상책임의	목적(손해보전)상	손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함

-	(주관적인	성립요건	여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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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변상책임에	대한	인과관계와	입증책임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변상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의	

잘못(고의	또는	과실)을	피해자인	지자체가	입증해야	함

❸ 변상액의 결정

•	  변상액은	통상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추급할	수	있음

-	원가계산,	거래실계가격,	가격통제품(고시가격	등),	총액구입계약,	시가기준,	중고물품의	경우	

내구연한에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가격	등

•	  변상책임의	유형	구분	및	금액	확정	:	조사내용에	따라	결정

-	단독책임,	공동책임,	연대책임	등

실제 조치

❶ 실제 변상대상 여부 판단 및 입증책임

•	위의	과다	보상	건에	대한	실제	변상대상	여부	판단	등	진행은		

-	공무원이	법과	관계	규정에서	정한	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임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	그	손해가	현금으로	지급되어	손해금액이	확정되었음

-	그러나	주관적인	입증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는	업무관련자가	잘못을	시인을	하였지만	

판단의	모호함으로	법률자문시행으로	성립요건을	보완함

•보상업무를	수행한	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	건이	변상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협의	취득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반환(회수조치)	요구	가능한지	여부

•변상명령과	회수조치가	병과	가능한지	여부	및	우선	순위는

※법률자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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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의	특수성으로	변상명령과	환수조치를	동시에	처분

-		공무원의	잘못으로	토지소유자가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반환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나,	반환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여	동시	처분함

  잘못	산정된	보상금액이라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26조에	협의	보상토록	되어	있어,	협의된	

금액이므로	이득금	반환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따라서	우선	환수조치	후	변상명령	함으로써	처분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였음

❷ 변상금액의 산정

•	 이	건은	결재선상에	있는	업무관련자	모두의	공동변상책임	유형임

-		업무관련자	모두	그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책임의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진술하여	연대책임	적용

-		변상금액을	3명에게	동일한	책임	분배율(1:1:1)을	적용하여	변상명령

❸ 환수조치 및 변상명령 과정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어	소송으로	1/2	환수

-	00구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착오산정으로	과다	보상되었으므로	협의	반환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어	

‘부당이득금	반환’	소	제기

 토지소유자	주장	:		공무원	내부	착오여부를	불문하고,	착오사실을	알	길이	없고,	00구에서	제시된	

보상금액으로	협의	결정된	보상금액이므로	반환의무가	없음

-	재판부의	화해권고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1/2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납부

•나머지	1/2	금액에	대하여	업무관련자에게	연대	변상명령(2014.	2월)

-	00구에서	업무관련자	3명(담당자,	팀장,	과장)에게	1:1:1	분배하여	변상명령

-	업무관련자	3명은	감사원에	변상판정	신청(2014.	5월)

※	변상판정	전에	당사자	사망	시	그	책임을	묻지	않으나,	판정	후에는	상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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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 내용 등 질의회신 사례

1) 계약관련 질의회신

①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②	계약서		③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

조건		④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⑤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입찰유의서		⑦	현장

설명서		⑧	공사시방서		⑨	설계도면		⑩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⑪	산출내역서

①	특기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		⑦	감리자의	지시사항	

    계약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적용의 우선순위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계약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적용의	

우선순위는?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	설계서(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정한	문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한	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계약문서	상호간	상충되는	경우	우선순위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

					※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작성기준	9.설계도서	해석)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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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란?

 

  시청각실	및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하려고	하는	바,

	 1)		전차공사와	수직	및	수평으로	증축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의	하자보증기간을	당초	3년으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그	중	일부	주요

구조부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것인지?

	 3)	수의계약평점	산출시	전차공사	예정금액	대비	금차공사	예정금액으로	산출하는지	여부?

질의

    시방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이 다른 경우 납품규격은?

 

  시방서(규격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이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납품규격은?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따라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동	일반조건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과	동	일반조건		22조	제4항에	따른	기납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규격서(시방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규격서(시방서)상의	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7조에	의하면	산출내역서는	낙찰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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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에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때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수의계약의	운용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차공사가	전차공

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이에	접

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공사

의	특성,	구조,	전차공사와의	하자책임구분의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	규칙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동	규

칙	별표	1에	규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종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조정한	경우라면	이	경우

에는	공종별로	조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중	수의계약평점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입찰을	집행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으로서	우리	청의	국가계약법규	해석	대상이	아님

질의

    시공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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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

토적집계표상의	터파기,	되메우기	수량이	설계예산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강관	부설	기초공사에	있어서	시방서에는	모래나	콘크리트	기초로,	도면에는	콘크리트	

기초로	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서에는	모래부설의	수량이	산출되어	있고,	일위대가상에는	

모래부설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래자재대가	누락된	경우	모래	자재대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도면	수량과	실제	시공	수량이	다를	경우의	수량변경	가능여부?

강재를	도면상에	곡선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상에는	곡선설치(밴딩)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설계서상에	곡선설치	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도면에는	있으나	설계서상에	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2

질의 1 

질의 4

질의 5

질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조성공사” 계약이행에 있어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물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며,	당해	계약이	준공(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을	말함)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단가	재조정	사유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그	사실관계	및	당초	설계변경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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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나	품셈

적용상의	문제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	1,	3,	4,	5에	대하여

-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등	동	예규	제19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	등	

당해	공사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설계서대로	이행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귀책사유,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

질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건설공사	시공에	있어	관계법령상	강관동바리(3개월	7.0m	이하,	2단	보강)로	적정하게	설계된	

것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스템동바리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와	

공종별	물량내역서	및	계약내역서에는	합판거푸집	3회로	산출되어	있으나	공기부족	및	거푸집	존치

기간에	따른	전용회수	부족으로	합판거푸집	2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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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

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

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	오류	또는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거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

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및	제19조의	3에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

지(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

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함

  만약,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발주기관의	확인	및	변경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

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가	임의로	시공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후승인에	의한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

나	이러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당초의	계약금액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설계변경사항은	설계서,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승인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여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질의

    품셈적용 착오로 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공사계약에	있어	품셈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설계서에	정한	투입자재	및	시공방법이	공사현장의	

구조물	시공에	적용하기	곤란한	바,	현장시공에	적정하도록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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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계약에서	발주처가	작성한	공사비	산정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	인	품셈기준	등은	

그	자체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서가	변경됨이	없이	품셈적용	등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의	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

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	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는	예규	제19조	등에	정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	제4항	“소요자재의	수급방법변경”에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6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	및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를	의미한다	할	것임

회신

회신

217

Ⅳ. 소송이야기 및 법규내용 해석



2) 건설관련 질의회신

    품질관리자의 겸임 가능여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품질관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경우	시공

업무와	시험·검사업무의	겸임이	가능한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건설업자	등은	건설현장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품질관리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	5]	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회신

질의

    KS표시품에 대한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KS표시품의	품질시험은	어떻습니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재료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발주자가	시간의	

경과	또는	장소의	이동	등으로	품질의	변화가	우려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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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석은 순환골재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환경보전비를 건설폐기물처리비에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을	할	때는	경비항목에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를	별도

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참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관련	[별표	8]에서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의	산출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	8]	제1항	“라”목에서	정한	

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

    발파석이 도로 성토용 순환골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파석(암,	버럭)을	도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이	있으며,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	흙·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자연상태의	것에	해당되어	건설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상태의	발파석은	순환골재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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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가능 여부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가	현장소장이	아닌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일	

경우	부소장이나	공사과장을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사업주는	근로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함.	따라서,	부소장이나	공사과장	위에는	당해	현장의	최고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음

질의

    야간할증의 계산 방법

 

  설계	단가	산출서	검토중	야간할증계산	부분의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초	설계시	아래	B.	

표준품셈의	내용을	토대로	노무비	부분에만	“작업능률저하”에	따른	할증만을	적용하여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단가	산출서와	근로기준법	및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변경예시를	하였는데	

기준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설계	단가산출이	잘못	적용된	것이	맞다면	설계단가	변경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B. 표준품셈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적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	상	부득이	야간적업을	할	경우,	작업능률	20%까지	계상함.	(작업능률저하	

20%의	경우	적용예시	1/1-0.2	=	1.25)	표준품셈의	“시간당	노임할증”의	예시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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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야간할증	적용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건설공사표준품셈	1-15(노임의	

할증)과	1-16(품의할증/4.야간작업)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시	노무품은	표준

품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품을	25%까지	가산할	수	있으며,	노임의	할증은	근로기준법에

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됩니다.

			   노무비	=	{노무품×(1+a1)}×{노임단가×(1+a2)}	

	 				여기서	a1	=	품의할증,	a2	=	노임할증

			   야간작업시 노무비 할증예	=	{노무품×(1+0.25)}×{노임단가×(1+0.5)}	

	 따라서	a1=25%,	a2=50%	경우,	야간작업시의	노무비는	주간작업시	노무비의	1.875배가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	및	당해	공사	계약서류의	내용에	따라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2.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	20%	야간	8시간	보통작업의	적용노임

						C	=	A(8/8*1)	(1+0.5)	(1/(1-0.2)	=	A*1.5*1.25	=	1.875A	

						위와	같이	예시	되어있는데	위와같이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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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점부과 관련 질의회신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한 벌점부과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	후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	2006년	12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7년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	1.	1일부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측정의	

대상은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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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벌점에 대한 이의신청시 정정 가능여부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시	벌점	부과	대상으로	측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시	정정	가능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4호	라목에	따라	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	및	기간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실시하여야	

하며,	부실사실	및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벌점	부과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벌점	부과

를	정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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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에 대한 벌점 부과

 

  책임감리자가	시공중에	교체되었을시	벌점	측정을	교체된	자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

   경미한	재시공	부분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책임감리자의	감리소홀등으로	인한	벌점	발생시	발주청은	벌점을	부과하되	다만,	교체된	시점을	

감안	전임자와의	책임의	경중을	검토하여	전임자	또는	교체된	자	중	택일하여	벌점을	부과함이	바

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에	따른	벌점제도의	입법취지가	건설공사의	

설계·감리·시공에	대한	경미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건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신

질의

질의

    벌점 부과방법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된	지적사항	9건에	대한	벌점	산정방법과	이	경우	건설업체	및	현장대리인에	

각각	벌점을	부과하는지	여부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6	별표8	벌점측정방법에	따라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된	

공종(부위)이	동일공종(기와공사에서	여러	곳이	부실)	내에서	여러개소의	부실일	경우에는	하나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며

나.	9건의	부실시공이	기와공사등	다른	공종일	경우에는	개소별	벌점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임

다.	이	경우	건설업체	및	당해	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벌점은	각각	부여하는	것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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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하도급자에 대한 벌점 부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업체가	건축사사무소에	하도급을	준	설계부문에	벌점을	부여받은	바,	

기술자는	누가	벌점을	받아야	되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에	따른	벌점	부과에	대하여는	용역을	책임지고	있는	엔지니어링활동

주체가	벌점대상이	되고	기술자	또한	마찬가지로	벌점을	부여	받는	것임.	참고로	하도급업체는	벌

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회신

질의

질의

    벌점 부과시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벌점 부과여부

 

  벌점	부과시	“별표8”의	주요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

내용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6	제1항	관련	〔별표8〕의	“건설공사등의	벌점관리기준”에서	정한	

주요부실내용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실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벌점을	부과할	시	〔별표8〕의	적용항목에	대하여는	공사의	성격,	부실의	유형	등을	감안하여	벌

점	부과기관에서	판단	처리할	사항임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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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5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으로	변경됨

    경고 처분후 벌점 부과가능 여부

 

  발주청이	벌점	대상을	경고처분	내린	후	동일건에	대하여	다시	벌점	부과	가능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4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	등은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주청	등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벌점	대상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벌점

을	부과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이	임의로	벌점	부과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주청	등은	

같은	법령에	따른	벌점	대상이라면	경고처분과	상관없이(벌점	제도와는	별개의	사안임)	벌점을	부과

하여야	합니다.	

회신

질의

질의

    벌점 부과 대상

 

  1억5천만원	미만의	설계용역	벌점	부과	가능여부?	

   발주청	재량으로	양벌하지	않고	업체나	기술자	한쪽만	벌점부과	가능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1)	제13조의	5	제1항	제5호에	따라	발주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억5천만원	미만인	설계등	용역도	부실측정하여	벌점부과가	가능합니다.

  벌점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6	별표8	제5호에	따라	각	목의	주요부실내용에서	업체	또는	건설

기술자등에	한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개별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	및	건설기술자등에게	각

각	부과하여야	합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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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은	새롭게	자신의	이용후생학을	발전시키고	있었

으며,	이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화성시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화성시	건설에는	토목기술에	대한	지식	및	군사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정약용은	1787년(정조11)	성균관	유생	

시절	정조로부터「병학통」이라는	병서를	하사받아	군사

문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화성시	건설계획안의	수립	외에도	정약용은	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였다.	1789년(정조13)에는	

한강에	주교(舟橋)를	설치하는	일을	맡음으로써	토목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었다.	즉	이해	10월	사도

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	화산에	옮길	때에	정조가	

직접	거동	하였는데	이때	한강에	주교가	설치되었다.	

10월	7일	정조의	지휘	아래	주교를	건너	수원으로의	

이장이	진행되었다.	정약용은	이때	주교	설치작업에	참여

하였으며,	화성시	건설계획을	할	때에	당시의	경험	역시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토목 신기술을

사용한 

다산 정약용 

ㅌ
ㅁ
ㅅ
ㄱ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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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안 전 관 련 법 령

도

로

시

설

교량,

터널,

육교,

지하

차도

1.	도	로	법

제37조(도로의	구조ㆍ시설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補修)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5조(안전점검)

①	관리청은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교량	/	3.	터널	/	4.	지하차도	/	5.	횡단보도	및	육교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	(교량)

4.	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	(터널)

지하도 상가

1.	건축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	

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	

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건축물)

출처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국민안전처)

1    시설물별 적용법규의 종류 및 주요사항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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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안 전 관 련 법 령

스 키 장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기준

나.	스키장업

삭도·궤도

1.	궤도	운송법

제19조(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궤도	시설	안전검사기준

제3조(안전검사)	-	별표1(안전검사기준),	별표2(안전검사요령)

유원시설

1.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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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안 전 관 련 법 령

토
목

공
사
장

대형

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	4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수상

안전

시설

유선 

및 

도선

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시설기준	등)	

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

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검사)	

①	유·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상
레저
시설,

래프팅 
보트 
시설,

물놀이 
위험구역

1.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안전검사)	

①		제30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

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3]안전검사	방법

축대,

옹벽,

석축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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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안 전 관 련 법 령

지방공공청사

1.	건축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건축물)

공  

동

주  

택

아파트

1.	건축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	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건축물)

연립

주택

1.	주택법

제50조(안전점검)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

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

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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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
이
용
건
축
물

판매,

대형숙박,

대형목욕장
종합여객,

공연, 집회,

관람·전시, 

의료, 종교, 

위락·휴게,

청소년수련, 

노유자,

비디오· 
게임제공업, 

산후조리원,

고시원,

노유자  
시설

1.	건축법	시행령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

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	대상	/	2.	안전점검자의	자격	/	3.	점검주기	/	4.	점검방법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건축물)

4.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	2)

제6조	유지관리	점검의	실시

대형건축물

1.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

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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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안 전 관 련 법 령

대형광고물

1.	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	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

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
축
공
사
장

대형

공사장,

중단된 

공사장

1.	건축법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험
물
시
설

가스

취급

시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고압가스판매자	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

한다)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	3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

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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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물
시
설

유독물

취급

시설,

화학

물질

취급

시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유독물	취급시설의	관리	등)

①	유독물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독물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시·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유독물의	관리기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탱크안전성능

검사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위험물시설의유지·관리)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

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대상이되는탱크등)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	

(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안전행정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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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험
물
시
설

유독물

취급

시설,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제16조(정기점검의대상인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17조(정기검사의대상인제조소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별표4]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	영	별표	4	제4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2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암반탱크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암반탱크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정하는	것	외의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기준·방법·절차	및	탱크	

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단

일반

공단,

농공

단지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산업단지의안전관리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	

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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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반

공단,

농공

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8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공해관리·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신종

업종

번지

점프장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

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	

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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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점제도 개요

① 벌점이란

  벌점이라	함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자	포함)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	인·허가기관의	

장이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함

② 벌점 도입배경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있음

2    행정상 제재의 종류와 내용 

1) 벌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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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벌점제도 관리 흐름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1.5억원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건축

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의	감리	국토

교통부장관	및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	

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매반기	말까지	측정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게	연대	부과	원칙

벌점책정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30일간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벌점확정	통지(의견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통보

✽	벌점	위탁관리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매반기(1월1일~6월말,	7월1일~12월말)

누계	:	해당	반기	포함	최근	4개	반기

매반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	현황	제출	

(예	:	1월31일,	7월31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예	:	3월1일,	9월1일)	최근	2년간	적용

	*	벌점은	적용	2년	경과	후	소멸

	※	점검결과	벌점이	없는	건설공사	등의	업체현황을	포함	통보

부실 측정

(발주	및	인·허가	기관,	지방국

토청)

측정대상

측정일시

부과대상

사전통지 

벌점통지 

통보일시	

관리단위 

제출일시 

		

적용기간	

처분사전통지 및 벌점통지

(측정기관⇄벌점대상자)

벌점 총괄표 통보

(측정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 적용

(건설산업정보센터→발주기관)

벌점누계관리

(건설산업정보센터)

벌점부과현황 제출

(건설산업정보센터→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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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벌점제도의 운영

① 벌점 측정대상

  토목공사	: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보상비	제외)	50억원	이상

  건축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건설기술용역·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등

② 벌점 부과대상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건축사

  공동도급	하는	경우	벌점부과	방법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	

-	분담이행방식	:	분담한	업체별로	부과	

③ 벌점에 따른 불이익 적용 관련 규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

누계평균벌점 적용감점 누계평균벌점 적용감점

1점이상 2점미만 0.2점 10점이상 15점미만 2점

2점이상 5점미만 0.5점 15점이상 20점미만 3점

5점이상 10점미만 1점 20점 이상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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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벌 점 제재기간 벌 점 제재기간

벌점이 20점이상  35점 미만인 자 2월 벌점이 75점이상  100점 미만인 자 8월

벌점이 35점이상  50점 미만인 자 4월 벌점이 100점이상  150점 미만인 자 1년

벌점이 5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6월 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2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	[별표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3%	범위	안에서	

감액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벌점	불이익	적용기간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예1)	2011	상반기	부과된	벌점은	2011.	9.	1부터	2013.	8월	말까지	적용

예2)	2011	하반기	부과된	벌점은	2012.	3.	1부터	2014.	2월	말까지	적용

④ 사전통지 및 검토 

  발주기관이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해당	반기	내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기관이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해당	반기	내에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기관의	장은	부실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건설기술자	등의	확인을		

받아	주요부실내용을	기준으로	벌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벌점부과의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해	업체(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설기술자	등이	부실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사진촬영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다.

  측정기관의	장은	벌점의	책정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는	측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직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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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관의	장은	의견서	검토결과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벌점의	책정	결과를	정정한	후	벌점을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건설업 행정처분

(1) 행정처분 절차

(2) 행정처분의 종류

① 행정처분 유형별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

구    분 근거법령 처분사유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공사대장미통보,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현장기술자	미배치,	공사	부실시공	등	

영업정지,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조잡시공,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기준	미달,	부정등록,	영업정지	위반,		

사업자등록	폐업	등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공사대장(하도급계약)미통보,		

하도급인	관리	미이행등(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기재사항의	변경	미신고,		

기술자의	현장이탈	등(5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심판, 소송

(해당업체→서울시·법원)

위반업체 통보

(발주자	등→서울시)	

행정처분

(서울시→해당업체)

사실조사 및

청문 사전통지

(서울시)

이의신청

(해당업체→서울시)

청문참석 또는 의견제출

(해당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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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가능	

③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정지는	영업활동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입찰참가	등	건설업으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됨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	시	영업정지처분이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에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	벌칙

④ 등록말소

  건설업	부정	등록,	거짓	신고,	중대한	부실시공	등의	경우에	등록말소	가능

⑤ 행정질서벌(과태료)

  법에서	정한	신고·보고	등	경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

※	행정형벌(징역·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	차원에서	과하는	제재로서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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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행정업 처분공고

  2003년	9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행정	업무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공고	대상업무

대상업무 지정정보통신망 공고 

관련 규정구    분 관련 규정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기준사항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2

양도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법인합병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상속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처분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82조,	제83조,	제85조의3

시행령	제80조,	제81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영업정지

등록말소

자진반납

과징금부과

과태료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및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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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2종 시설물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등급(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	

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등급(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등급(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    시설물의 안전등급 분류 및 안전관리 요령 

1) 시설물관리 안전등급 기준

A등급 E등급D등급C등급B등급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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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구분 안전등급 상    태 조치기준

중점관리

시설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이상이	없는	시설

⇒	안전시설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재난위험

시설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

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보수·보강	이행	시까지	결함의	진행	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E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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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 안전점검 기준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2종 시설물

구분 점검 종류 실시시기 점 검 내 용
실시  

자격

미실시

과태료금액

안전

전검

정기점검

(1, 2종)
	반기별	1회	이상

관찰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초급	

기술자	

수준

300만원

정밀점검

(1, 2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측정		

및	시험.

고급

기술자

수준

300만원
A등급 4년	1회	이상 3년	1회	이상

B·C등급 3년	1회	이상 2년	1회	이상

D·E등급 2년	1회	이상 1년	1회	이상

긴급점검

(1, 2종)

	관리주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측정		

및	시험.

고급

기술자	

수준

정밀

안전

진단

정    밀 

안전진단

(1종)

등급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포함)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	

시험	장비에	의한		

측정	및	시험.

특급

기술자

수준

7천만원

A등급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4년에		

1회	이상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점검종류 실시시기 점검내용 점검자

정기

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D급은	월1회	이상,	E급은	월2회	이상
		※	필요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찰에	의한	세심한

외관	조사
시설관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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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 안전점검 흐름도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2종 시설물

정기점검

•6월에	1회	이상	실시

보수·보강 확인

•보수·보강상태	확인

보수·보강 실시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

안전조치 이행

•사용제한	등의	조치

정밀점검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

정밀안전진단

•	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	

결과에	따라	실시

•	1종	시설물	

: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실시

긴급점검

•관리주체	필요시

•관계기관장의	요청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

•안전등급	부여

•보고서	작성

긴급상황(폭우,	태풍,	지진	등)	시

또는	시설물의	이상발생(발견)	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불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불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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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재난위험시설	:	

매월1회이상

		(	단,	E등급은	매월	2회		

이상)

•	중점관리시설	:	

매반기	1회

※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참여시설(A·B등급	2년,	

C등급	1년에	1회	실시)

연간 안전점검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	12월중	:	재난관리	부서)

안전점검 실시계획 수립

(1월중	:	시설관리부서)

안전점검추진

(시설관리부서)

안전조치 명령 및 통보

•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정비	

등

•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응급부담,	「행정대	집행법」		

준용

시설 및 지역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조정(필요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합동점검반	구성

		(시설관리부서장	점검총괄)

•사전고지

		(안전점검	대상시설·지역	관계인)

정기안전점검

•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	14일	이상	고지

•안내표지판	설치

수시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 고시

계절별 중점점검 및 

지자체 상황 반영

긴급안전점검

•	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	

발생	시설	및	계절적	재난		

발생	우려	취약시설에		

대해	소방방재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선시대에도 

택시 미터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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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고차<記里鼓車>’

톱니바퀴의	움직임	이용해	측정…	택시	미터기와	원리	비슷	

세종	23년	첫선…	지도	제작과	토목	공사	등에	이용	

위도	1도	거리를	108㎞로	실측…	실제와	2㎞정도	차이

세종대에	만들어진	거리측량	수레인	기리고차(記里鼓車).

기리고차의	핵심기술은	연결된	세	개의	톱니바퀴로	거리를	

재는	데	있다.

기리고차는	거리를	재는	수레로	현재의	택시	미터기처럼	

얼마나	달렸는지를	알려준다.	톱니바퀴의	움직임을	이용

한	원리도	비슷하다.	세종	대에	첫	선을	보인	기리고차는	

이후	지도	제작과	토목

공사	등에	널리	이용됐다.	심지어	천문관측도구인	간의

(簡儀)와	함께	지구	위도	1도를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실측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도 

택시 미터기가 

있었다.

ㅌㅅㅁㅌ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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