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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노원 및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시설안전과 사고예방 및 유지관리 실태

관련 안전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 기여

2. 감사개요

m 대상기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재무국(계약심사과)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m 감사기간: 2018. 10. 22.~ 11. 20.(기간 중 20일)

m 감사인원: 안전감사4팀장 등 5명

m 감사대상: 2015년 ~ 2018. 10월까지 추진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 5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물품구매, 1천만 원 이상 용역

- 자원회수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사중점

m 안전관리 분야

- 전기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직무 수행 적정 여부

- 구조·내진 등 구조물 안전 확보 적정성 등

m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분야

-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생활폐기물 연소가스 처리 적정여부

m 공사,용역,물품 분야

- 공사(용역)의 설계·계약심사·계약·사업관리 적정 여부

- 물품구매‧관리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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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민간위탁시설 운영관리 분야

-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 재위탁 및 재계약 과정에서 원가계산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

4. 지적(처분) 사항 총괄
 (단위: 건, 천 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회수) 감 액 재시공 기 타

33 4 21,600 - - 6 - 1 - 5 9 - - 18 -
(-) (-) (21,600) (-) (21,600) (-) (-)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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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
유형

조치현황 비고

1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

안전관리자의 직무소홀
통보 3

직무를 소홀히 한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신분상 조치하고, 절연성능이 불량한 지지애자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2019.4.28 조치 예정

조치완료 2

조치예정 1

2

암모니아수 배출관에

용도를 알수 없는 분기관

설치로 약품 누출 우려

시정요구 1
용도를 알 수 없는 분기관은 철거하고 세안설비에는 가압

펌프 설치
조치완료 1

3
내진성능 평가시 붕괴위험

부재 보강대책검토미이행
통보 1 내진성능 평가서 수정보고서 제출 조치완료 1

4

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소홀,

다이옥신시료채취장치운영

소홀

시정요구3

통보3

휴대용pH측정기 구매완료

수질자동측정기 보수, 약품탱크 철거 및 폐수처리제어실 정비,

방류구 pH 측정기 설치, 중앙제어실에서 방류수 수질 감시는

대정비 기간(2019.9.25. ~11.28.) 중 조치예정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 기록, 킬레이트반응조 운영 조치완료

조치예정 3

조치완료 3

5

자원회수시설 SCR 촉

매탑 촉매성능 판단기준

부적정

통보 1
환경부에 촉매활성도 검사기준을 마련토록 건의 조치완료

기술진단을 위한 개선방수립용역 시행
조치완료 1

6

폐기물 투입호퍼 하부슈트

및 라이닝 교체공사 원가

계산 부적정

통보 1

주의요구 1

동일한 사무 재위탁시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 및

잘못된 품셈 적용으로 예산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조치예정 1

조치완료 1

7

유인송풍기 상·하부 케이싱

교체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으로 예산낭비

통보 1
동일한사무재위탁시감사결과를심사자료활용 및 업무소홀로

예산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조치예정 1

(일부완료)

8

관리동 냉·온수 배관 교체

공사 원가 과다적용으로

예산낭비

통보 1

주의요구 1

동일한 사무 재위탁시 감사결과를 심사자료 활용 잘못된 품셈

적용으로 예산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조치예정 1

조치완료 1

9

비산재 수집·운반 용역에서

고속도록통행료(부가가치세)

낭비

주의요구 1
2019년도 비산재 수집용역에서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

가치세 제외 및 설계업무 담당자 교육
조치완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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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설(비계) 공사 수량 과다

산출로 예산낭비

주의요구 1

통보 1

동일한 사무 재위탁시 감사결과를 심사자료 활용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방안 강구 및 설계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조치예정 1

조치완료 1

11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소홀로 예산낭비

통보 3

동일한 사무 재위탁시 감사결과를 심사자료 활용 및 2018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에서 과다계상된 고속도로 통행료

2,960천 원 감액, 예산을 낭비한 업무담당자 신분상 조치

조치예정 1

조치완료 2

12

강남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소홀로예산낭비

통보 2

동일한 사무재위탁시 감사결과를 심사자료활용 및 2018년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에서 노선변경으로 과다계상된

15,600천 원 감액

조치예정 1

조치완료 1

13
계약심사 부적정으로

수탁자의 예산낭비 초래
주의요구 2

계약심사업무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업무담당자 교육하고, 완료된 계약심사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담당자 교육

조치완료 2

14 낙찰자결정및계약체결부적정
주의요구 1

통보 1

입찰 및 계약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

및 환경설비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업무담당자

신분상 조치

조치완료 2

15 비산재톤백의물품검사소홀 주의요구 1
비산재 톤백 등 물품납품 시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
조치완료 1

16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부적정
통보 1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 정비완료 조치완료 1

17
민간위탁비 원가계산 과다

산출로 예산낭비

주의요구 1

시정요구 1

민간위탁비 원가계산시 환경부 운영비산출지침준수

과다산출된 민간위탁비용 21,600천 원에 대하여,

2017.4~2019.2 기간에 대하여는 2019.3월분 민간

위탁금 청구시 일괄 감액하고, 2019.3~2020.3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민간위탁금청구금액에서 감액예정

조치완료 1

조치예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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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처분요구

<감사결과 처분요구 목록>

연 번 지적내용

1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소홀

2 암모니아수 배출관에 용도를 알수 없는 분기관 설치로 약품 누출 우려

3 내진성능 평가시 붕괴위험 부재 보강대책 검토 미이행

4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소홀, 다이옥신시료채취장치유지관리소홀

5 자원회수시설 SCR 촉매탑 촉매성능 판단기준 부적정

6 폐기물 투입호퍼 하부슈트 및 라이닝 교체공사 원가계산 부적정

7 유인송풍기 상·하부 케이싱 교체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으로 예산낭비

8 관리동 냉·온수 배관 교체공사 원가 과다적용으로 예산낭비

9 비산재 수집·운반 용역에서 고속도록통행료(부가가치세) 낭비

10 가설(비계) 공사 수량 과다산출로 예산낭비

11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소홀로 예산낭비

12 강남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소홀로 예산낭비

13 계약심사 부적정으로 수탁자의 예산낭비 초래

14 낙찰자결정및계약체결부적정

15 비산재톤백의물품검사소홀

16 자원회수시설주민감시요원운영부적정

17 민간위탁비 원가계산 과다산출로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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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소홀(노원,강남)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민간사업자와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 관리하고 있으며,

수탁자는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노원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및

「강남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제6조(재산관리)에 따라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표 1]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현황 (단위:백 만원)

구 분 수탁자 관리기간 협약금액 비 고

노원자원회수시설 주식회사 ‘A’ 2018.2.1~2021.1.31 12,633

강남자원회수시설 ‘가’ 주식회사 2017.4.1~2020.3.31 13,962

1)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소홀

① 전기안전관리규정 부실작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미보존(노원)

노원자원회수시설(주식회사 ’A’)에서는 2018.2.1. 소속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수전전압 22,900[V], 설비용량 8,000[kW], 비상용 예비발전기

900[kW]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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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매년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4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년

계측장비를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면서,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였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아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절연저항 측정기, 접지저항 측정기 등의 계측장비에

대한 교정과 검전기, 절연장갑 등의 안전장구에 대한 성능시험도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② 전기안전관리규정 미작성, 예비용 변압기 1차측 절연불량 지지애자 방치(강남)

강남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서는 2017.4.1. 소속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수전전압 22,900[V], 설비용량 8,250[kW], 비상용 예비발전기

1,500[kW]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16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매년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매년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

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전기안전관리자는 2018년도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았고,

검전기, 절연장갑 등의 안전장구에 대한 성능시험도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고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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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제8조에 따르면,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18.4.18.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2018.5.18.

준공, 계약금액 16,086천 원)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계약·추진하면서,

예비용 특별고압 변압기(이하 “예비변압기”라고 함.) 1차측 지지애자 1개의 절연

성능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되어 신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토록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교체하거나 교체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어, 상용 변압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예비변압기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홀(노원)

노원자원회수시설(주식회사 ‘A’)에서는 2018.2.1. 소속직원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연면적 27,195㎡, 일일 처리용량 800톤(400톤 × 2기) 규모인 노원자원

회수시설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이라고 함)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소방안전관리자는「소방시설법」제20조 제6항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소방안전관리자는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과 소방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교육에 관한 업무는 기술팀 직원이 대신 수행하였으며, 소방훈련에 관한 업무는 관리팀 직원이

대신 수행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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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1)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소홀

① 전기안전관리규정 부실작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미보존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전기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전기안전관리규정에서 제외한 것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기술하였기 때문이고,

계측장비 교정 및 안전장구에 대한 성능시험은 2018년 12월에 시행 예정이며,

연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는 기술팀 직원과 관리팀 직원이 대신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직접 수립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규정에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들만 기술하였다고

하는 것은 전기안전관리규정을 부실하게 작성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계측장비의

교정 및 안전장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2018년 12월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을 모면하려는 변명에 불과하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는 전기안전관리자 본연의 업무로서 전기안전관리자 이외의 자에게 대신

하게 하는 것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② 전기안전관리규정 미작성, 예비용 변압기 1차측 절연불량 지지애자 방치에 대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전기안전관리규정 미작성, 안전장구 성능시험 미실시,

전기안전 교육 미실시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예비변압기는 평상시 사용하는 변압기가 아니며, 예비변압기 1차측 지지애자의

절연이 불량하더라도 자원회수시설 운용에 지장이 없으므로 절연이 불량한

지지애자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예비변압기는 상용 변압기 고장시 대체용 변압기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홀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피난계획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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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은 기술팀 직원과 관리팀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상기 업무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본연의

업무로서 소방안전관리자 이외의 자에게 대신하게 하는 것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장)은

- 노원자원회수시설(주식회사 ‘A’)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전기안전

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A’ 취업규칙 제31조 (2) 및 제32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강남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절연성능이 불량한 예비변압기

1차측 지지애자를 조속히 교체하도록 요구하고(통보),

-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하여 ‘가 ’ 주식

회사 ‘거’ 사업소 취업규칙 제6장 상벌, 30.2 징계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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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암모니아수 배출관에 용도를 알 수 없는 분기관 설치로 약품누출 우려(강남)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강남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서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해

암모니아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8.10.24.기준 43,271kg의 암모니아수를 보유

하고 있고 일평균 5,574.6kg을 사용하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6조(재산

관리)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등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암모니아(고유번호 97-1-184)는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8-42호) 제3조 [별표] 유독물질에 따른 유독물질이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로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암모니아수를 납품한 제조사 [주식회사 ‘B’]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암모니아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암모니아수는 부식성, 독성물질로서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경으로 배출

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고,

누출되었을 경우에는 누출물을 모아 흡수시켜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암모니아수 투입관이나 암모니아수 증기 배출관

등에 설치된 밸브를 담당 직원 이외의 자가 임의로 개방하지 못하도록 밸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암모니아수 저장조에는 암모니아수를 저장조로 투입 중 과다하게 투입되어 넘칠

경우를 대비하여 넘치는 암모니아수를 지하 저장조로 배출시킬 수 있는 배출관이 설치



- 2 -

되어 있고 지상으로부터 1.38m 지점의 배출관 옆면에는 분기용 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밸브에 이어 직경 32㎜, 연장 1.4m 직관이 수평으로 부설되어 건물 우수관에 연결

되어 최종적으로 개수로를 통해 하수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전술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암모니아수는 환경으로 배출하지 말아야 할

유독물질로 수로나 하수도 등으로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배관

방법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의 배관방법이다.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 분기관의 용도와 설치된 시점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분기관에 설치된 밸브에는 밸브 잠금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임의로 개방할 경우

암모니아수가 대기 중에 누출될 우려가 있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암모니아수 주입구 인근에는 암모니아수와 가성소다(NaOH, 암모니아 주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음)가 누출되어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히 눈을 씻을 수 있도록

세안설비를 갖추어 두었으나 수압이 약하여 수돗물이 관을 타고 흘러내리는 수준으로

비상시 눈을 씻을 수 없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 분기관을 설치한 이유는 알지 못하나 암모니아수를

대기중에 배출할 우려가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므로 우선

밸브잠금장치를 설치한 후 정비기간 중 폐쇄조치 하고, 세안설비는 적정수압이

확보되도록 조속히 보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강남자원순환시설(‘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제4항에

따라 암모니아수 배출관에 설치된 분기관의 용도를 검토 후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밸브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조속히

철거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바라며

- 수도법 등을 참고하여(일반 상수도의 경우 최저압력 1.5㎏/㎠ 이상) 세안설비가

적정 수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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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내진성능 평가시 붕괴위험 부재 보강대책 검토 미이행(강남)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강남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서는 2017. 6.30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리동

내진성능평가용역’(이하 “해당용역”이라 함)을 ‘나’ 기술원(이하 “계약상대자”라 함)과 계약

하여 2017.8.29. 준공하였다.

[표 1]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리동 내진성능평가용역’ 계약 현황

건 명 계약상대자 용역기간 준공금액
(천원) 비 고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리동
내진성능 평가용역

‘나’ 기술원(주)
2017. 6.30. ~

2017. 8.29
22,134

수탁자:
‘가’ 주식회사

※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내진성능 평가 과정 중 상세평가에서는 전체 구조물의 성능수준의 판정보다는 개별

부재의 성능수준 확인이 보다 중요하므로, 평가결과 목표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재, 특히 붕괴 위험 수준인 부재는 반드시 보고서에 명기하고 향후 보강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표 2]와 같이 구조부재의 손상상태에 따른 성능수준(출처: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르면 CP(Collapse Prevention Level, 붕괴방지-붕괴가 임박한 상태) 수준의

손상 상태의 경우에도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용역 결과보고서에는 관리동의 내진성능수준이 목표성능수준(LS)을 만족

하는 IO인 것으로 되어있으며 내진성능평가결과 보강대상 부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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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성과물 부록의 구조해석자료(구조해석 모델링 입출력자료)에서 목표성능수준

(LS)에 미달하는 부재를 확인한 결과 [표 2](요약, 상세내용-붙임)와 같이 CP는 1층

352번 보 및 412번 보 등 13개소, Collapse는 지하1층 21번 기둥, 3층 882번

기둥 등 25개소 확인되었음에도

2017년 준공된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리동 내진성능 평가용역’ 결과 보고서에 개별

부재(보, 기둥, 벽) 중 목표성능수준(LS)에 미달하는 CP, Collapse 등 개별 부재에

대해 보고서 명기 및 보강 대책이 필요한 부재를 검토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표 2] 구조부재의 손상상태에 따른 성능 수준(요약)

성능수준 피해(요약)

거주가능( Immed ia te ,
Occupancy, Level, IO)

구조물 피해는 경미,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명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손상

부재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지만 거주가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인명안전(Life Safety
Level, LS)

구조부재에 상당한 손상이 발생, 구조부재의 손상으로 인한 인명손실의 위험은 낮음. 구조

부재의 보수는 가능하지만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음, 거주를 위해서는 보수와 보강이 요구됨

붕괴방지(Col lapse
Prevention Level, CP)

구조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로 붕괴가 임박한 상태, 여전히 하중을 지지할 수는

있으나 구조부재의 박락 등으로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음

※ 출처: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집, 예제집)(2013.12,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표 3] 내진성능평가 용역 상세평가 결과 붕괴방지(CP), 붕괴위험(Collapse)현황

층수
보 기둥 벽

비고
계 IO LS CP Col 계 IO LS CP Col 계 IO LS CP Col

B1 - - - - - 83 81 0 1 1 6 1 0 0 5 　

1F 233 218 4 3 8 44 39 5 0 0 20 14 3 1 2 　

2F 106 92 10 0 4 44 38 4 1 1 20 20 0 0 0 　

3F 111 98 9 1 3 44 30 12 2 0 20 20 0 0 0 　

RF 131 113 13 4 1 - - - - - 4 4 0 0 0 　

PHRF - - - - - - - - - - - - - - - 　

계 581 521 36 8 16 215 188 21 4 2 70 59 3 1 7 　

※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나’ 기술원(주)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내진성능수준이 목표성능

수준에 미달(CP, Collapse)하는 개별 부재에 대하여는 용역 결과보고서에 명기하고, 향후

보강대책이 필요한 부재를 확인하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 3 -

관계기관 의견

위 내용과 관련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과업추진 당시 해당 ‘기존 시설물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의견제시하고 있고 해당

용역을 수행한 용역사는 목표성능 수준(LS)에 미달하는 CP, Collapse 등 개별

부재에 대하여 보고서에 명기하지 않았고, 보강 대책 검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

보고서 명기 및 보강 대책이 필요한 부재를 검토할 것임을 의견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강남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제4항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결과 목표성능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별 부재(CP 및

Collapse)에 대하여는 ‘기존 시설물(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보고

서에 명기하고 보강 대책이 필요한 부재를 확인하여 대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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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소홀 , 다이옥신 시료 채취장치 운영 소홀(노원,강남)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pH5.8~ 8.6 등)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중랑 및 탄천물재생센터로 보내기 위해 노원 및 강남자원회수

시설에 자체 폐수처리 설비를 설치하여 수탁자가 운영토록 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6개월에 1회(4시간 시료채취) 측정하는 다이옥신 농도 측정과 관련하여 다이옥신

측정 때만 환경설비를 운영하고 비 측정 시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주민

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장･단기간 또는 주민이 요청하는 시점에 곧바로 배출가스를 채취하여 다이옥신을

분석 할 수 있는 다이옥신 연속시료 채취장치(DMS1), 이하 “DMS”라 한다)를 노원

자원회수시설에 2기, 강남자원회수시설에 3기를 설치하여 수탁자에게 운영토록 하고 있다.

노원 및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6조(재산관리) 제1항과 제9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6조(재산관리) 제1항과 제9항에 따라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등 수탁재산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노원자원회수시설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소홀

노원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서는 기존 393.9[톤/일] 처리 용량의 폐수처리

시설을 2013.2월 [그림 1]과 같이 500[톤/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하였고,

1) DMS(Dioxin Monitoring System): 다이옥신 연속 시료 채취장치로 굴뚝으로 배출되는 가스 중 다이옥신 시료를

단기간(2시간)에서 장시간(6주)까지 연속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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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 주식회사 ‘A’로 수탁회사가 변경 된 후에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폐수처리 시설 공정도

황산

(98%)
가성소다
(20%)

황산알루미늄
(8%)

고분자
응집제

가성소다

(20%)
황산알루미늄

(8%)
고분자
응집제

↓ ↓ ↓ ↓ ↓ ↓ ↓

유량
조정조

→
1차

중화조
→

1차
반응조

→
1차

응집조
→

1차
침전조

→
2차

중화조
→

2차
반응조

→
2차

응집조

황산
(98%)

배
출
구↓

→
2차

침전조
→

pH
조정조

→ 완충조 →
상향류식

필터
→

활성탄
여과기

→ 처리수조 →
킬레이트
흡착탑

탈수기실 중랑
물재생센타

노원자원회수시설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톤] 이상 700[톤] 미만으로 ｢물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3종 사업장이므로 배출수의 수소이온농도(이하

“pH”라 한다)는 pH5.8~8.6,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라 한다)은 130[㎎/ℓ]

이하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그림 1] 참조, 이하 ‘폐수처리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pH 수질자동측정기,

COD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수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소홀

그런데 감사기간 중인 2018.11.6. 폐수처리시설 시설물 점검을 시행한 바,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하여 매월

외부 수질측정 전문업체인 ‘다’ 연구소(2018.1.1.~12.31.)의 측정결과보고서(수질

측정기록부)에 의해 배출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그림 1]의 처리수조 옆에 설치된 2대의 COD 수질자동측정기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킬레이트 흡착탑에 설치되어 있는 2개의 압력계도 모두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나 감사 지적 후 수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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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침전조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탈수기를 설치해 둔

탈수기실에는 2013년 성능개선공사 시 철거대상인 폴리머탱크(직경 1.1m, 높이

1.45m) 등 3개의 약품탱크가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미관훼손 및 공간

활용을 저해하고 있고

설치되어 있는 전등 7개 중 6개가 점등되지 않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나

감사에 지적 후 전등을 교체하였으며, 휴대용 pH 현장 측정기는 전극이 부식

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폐수처리 제어실을 마련하여 각종

계측설비 및 제어설비를 설치해 두었으나 1차 중화조, 1차 반응조의 pH값이 표출

되지 않고 계측설비 및 제어설비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② 폐수처리시설 운영 소홀

[그림 1]의 폐수처리 시설 공정도에 따르면 노원자원회수시설 폐수처리 시설은

1차 및 2차 처리를 통해 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설계 및 설치되었고, 2013.2월

시행한 폐수처리장 성능개선공사에서는 운전설명서를 작성하여 [표 1]과 같이 각

공정별 pH 기준 값(이하 “설계 기준 값”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표 1] 공정별 pH 기준값 설정현황

날짜 구 분 유량
조정조

1차
중화조

1차
반응조

2차 중화조
/반응조

pH
조정조 배출구

설계 기준 값
(운전설명서)

7~7.5 9~10 8~8.5
8~9

/7.3~7.5
5.8~8.6 5.8~8.6

현재 관리범위 7.9이하 5.8~8.6

그런데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유량조정조에서 pH를 낮추기 위해 주입

하도록 되어있는 황산을 주입하지 않는 등 운전설명서와 달리 운영하고 있으며

유량조정조 전단과 후단, 1차 중화조, 1차 반응조, 2차 중화조, 2차 반응조에

설치된 pH측정기 중 유량조정조 전단과 2차 중화조 및 2차 반응조에 설치된 3개의

pH측정기가 고장난 상태이고, 2차 중화조, 2차 반응조, 2차 응집조 등 2차 처리시설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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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은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의미

하는 것임에도 배출구에는 pH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노원자원회수시설

전체를 감시하고 있는 중앙제어실에서도 배출구의 pH값을 알 수 없는 등 폐수처리

시설에 대한 적정 감시와 제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강남자원회수시설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소홀

강남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서는 [그림 2]와 같은 처리공정을 통해

450[ton/일]의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화학적 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 폐수처리 시설 공정도

황산(70%)
가성소다(25%)

킬레이트
황산알루미늄

(7%)
차아염소산

나트륨(12%)

↓ ↓ ↓ ↓

집수조 → 중화조 →
킬레이트
반응조

→ 혼화조 → 응집조 → 침전조 →
염소

접촉조

황산(70%),
가성소다(25%)

배
출
구↓

→ 완충조 → 사여과기 →
활성탄
여과기

→
PH

조정조
→ 역세척조 → 처리수조 →

탄천
물재생센타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소 폐수 및 순수처리설비 운영지침서(2017.4.1)

Ⅲ. 업무수행 절차에 따르면 업무담당자는 매일 Control Panel(조정판넬)을 확인

하여 계기들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폐수의 pH에 따라 pH가 높으면 황산

및 황산반토(황산알루미늄) 주입량을 늘려주고 pH가 낮으면 가성소다 주입량을 증가

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서 Ⅳ. 기타사항에 따르면 폐수처리시설 등의 운영에 관하여 일별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함)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①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소홀

그런데 감사기간(예비감사 포함) 중인 2018.10.18.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 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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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수조에 설치된 COD 수질자동측정기 1대가 고장난 상태로 있었고, 중화조2),

혼화조3), 역세척조4)에 설치된 현장 pH 표출장치 3대(각 1대)가 고장으로 처리수조의

pH값을 표출하지 못해 현장에서 처리수조의 적정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폐수처리

제어실에서만 확인가능)에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보수하지 않고 있다.

② 폐수처리 시설 운영 부적정

㉮ pH측정기 고장 및 황산 주입배관 막힘 및 폐수처리운영일지 기록관리 소홀

더욱이 혼화조에 설치된 pH 측정용 센서 고장으로 폐수조정실 내 조정 판넬의

혼화조 pH 측정값이 적정 관리범위인 pH8.8이하를 벗어난 pH10.86~

11.36 으로 표출되고 있었고

중화조에서는 유입수의 높은 pH를 낮추기 위해 황산을 주입하고 있으나 황산 주입

배관이 막혀 중화조의 pH가 관리범위(pH9~10)를 초과 한 pH10.19~11.51로

표출되고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10.25)된 후 10.26일 센서보정과

배관 청소를 시행하여 문제를 해소하였다.

또한, 폐수처리시설 업무담당자는 2018.1.1부터 2018.10.29까지 운영

일지를 작성하면서 양식에 포함된 원폐수와 배출구의 COD, pH를 1회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폐수처리 시설 고장여부에 대해서도 1건도 기록하지 않는 등 폐수처리 시설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고 있다.

㉯ 중금속 제거시설(킬레이트 반응조) 미운영

강남자원회수시설 폐수처리 설비에는 폐수에 함유된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 위

[그림 2]와 같이 중화조 후단에 중금속 제거 약품인 킬레이트를 주입하는 킬레이트

반응조가 설치되어 있고, 교반기, 주입펌프, 저장탱크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월별 정기 수질검사에서 카드뮴(Cd), 수은(Hg) 등

검사대상인 31개 중금속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킬레이트 반응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2) 중화조 : 알칼리성 또는 산성을 띠는 유입수를 약품을 주입하여 pH7 내외로 조정하기 위해 설치해 둔 수조
3) 혼화조 : 오염물질을 침전이 용이한 큰 입자로 만들기 위해 응집약품과 폐수를 섞어주기 위해 설치 한 수조
4) 역세척조: 여과시설(모래 또는 활성탄)이 막혔을 때 여과방향과 반대방향에서 물과 공기를 주입하여 여과시설을 세척

하는 것을 역세라고 하고, 역세를 위한 물을 담아두는 수조를 역세척조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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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3년간 월별 정기 수질검사에서 31개 중금속류 중 6가크롬(Cr6+), 철(Fe),

불소(F), 바륨(Ba), 납(Pb) 등 11종의 중금속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킬레이트 반응조 운영 시 연간

추가되는 약품비용은 720천 원으로 많지 않고, 원수의 중금속 검사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질검사 지점이 배출구이고 중금속 함량이 높은 원수가 유입되었을 경우

대처 방안이 없으므로 예방적 조치로서의 킬레이트 반응조 운영이 필요하다.

3)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로 설치한 다이옥신연속시료채취장치 운영 소홀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및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6개월에 1회(4시간 시료채취) 다이옥신의 농도를 측정하고

있고, 2015~2018년간 측정 자료를 확인해 본 바 다이옥신의 배출농도는 기준치

(0.1ng-TEQ/S㎥) 이하로 배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마’ 협의체의 합리적 요구수용을 위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서(2001.12.21)｣를 체결하고,

[표 3]과 같이 소각로 1, 2, 3호기와 연결된 굴뚝에 설치된 DMS 3기를 활용

하여 2시간~6주 단위 또는 주민이 요청하는 시점에 굴뚝으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을

채취하여 DMS 제조사로 보내 다이옥신 농도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표 3] DMS 설치 현황
(단위: 백만 원)

호기별 설치연도 제품가격 샘플링주기 제조사 주요사양

1호기 2005 499

2시간
~
6주

‘AA’ 사

․측정농도 : 0.0001~10ngTEQ/㎥

․분진농도 : 150mg/㎥ 이하

․굴뚝내 가스속도 : 3~35m/sec

2호기 2008 320

3호기 2008 320

※ 출처: 자원순환과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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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최장 6주인 DMS의 샘플링 주기를 감안하여,

1년(약 52주) 동안 최소 8.5회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등 다이옥신에 대한

시료 채취와 분석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시설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18.10.22.~11.20.) 중 해당 장치의 분석횟수를 검토해 본 바 강남

자원회수시설에서는 ’15.1월부터 ’17년 2월까지 약 3년 동안 DMS를 운영하면서

각 호기 당 분석횟수가 연평균 2회에 미치지 못하여 당초 설치 취지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1) 노원자원회수시설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소홀 관련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고장난 pH 측정기를 교체, 보수하고, 배출구에 pH 측정기를 설치하여 제어실에서

pH 값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2차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폐수가 배출되기 전 약품투입량을 조정 시킨다면 배출구의

pH 수치를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고장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폐수처리 제어실 보수와 관련해서는 2019년 대정비

기간 중 보수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강남자원회수시설 폐수처리 시설 유지관리 소홀 관련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킬레이트를

사용하여 폐수의 중금속 함유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로 설치한 다이옥신연속시료채취장치 운영 소홀 관련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잦은 고장과 수리로 DMS 운영이 연2회를 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 평균 8회 이상 운영하기 위하여 향후 다이옥신 시료를

연속적으로 채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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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노원자원회수시설(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고장난 COD 수질자동측정기와 휴대용 pH 측정기는 즉시 보수토록 하고,

철거대상인 약품탱크는 조속히 철거하며, 폐수처리 제어실이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정비를 요구하고 (시정요구)

- pH 측정기 보수와 배관 및 펌프류 등의 보수를 통해 2차 처리시설이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고, 최종 배출구에 pH 측정기를 설치하여 배출구의

pH값을 중앙제어실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폐수처리 시설의 유지관리 소홀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A’ 취업규칙 ‘제31조 (3), (4)’ 및 ‘제32조’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강남자원회수시설(‘가 ’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고장난 COD 수질자동측정기와 현장 pH 표출장치 3대를 보수

요구하고, 폐수처리 시설 운영일지 기록과 킬레이트 반응조를 운영하도록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 아울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설치한 DMS를 당초 설치 목적에 맞게 연 8회

이상 연속적으로 시료 채취 및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폐수처리 시설의 유지관리 소홀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 ‘거’ 사업소 취업규칙 ‘제6장 상 벌, 30. 2’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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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자원회수시설 SCR1) 촉매탑 촉매 성능 판단기준 부적정(노원,강남)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5년 및 2016년 대기오염방지설비인 SCR 촉매탑의

질소산화물(이하 NOx라 함) 등 제거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SCR 촉매탑 촉매 구매

및 교체’ 사업을 [표 1]과 같이 ‘사’ 엔지니어링과 계약하여 추진하였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또한 2018년 ‘촉매탑 촉매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아’ 주식회사와

계약후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 촉매탑 촉매 구매 및 교체 사업 등 계약 현황

구분 건 명 계약상대자 계약 기간 준공(계약)금액(천원) 비 고

2015
(노원)

노원자원회수시설 SCR촉매탑
촉매 제작구매 및 교체

‘사’ 엔지니어링 2015. 3.26. ~
2015. 6.26. 365,694 1호기

2016
(노원)

노원자원회수시설 SCR촉매탑
촉매 구매‧교체

‘사’ 엔지니어링 2016. 3.10. ~
2016. 6. 3. 376,879 2호기

2018
(강남)

강남자원회수시설 촉매탑 촉매
구매

‘아’ 주식회사 2018. 9.18. ~
2018. 12. 31. 608,115 1호기~3호기

※ 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1) SCR촉매탑 촉매 활성도 검사결과 판단기준 부재(노원, 강남)

2015년 및 2016년 노원자원회수시설 SCR촉매탑 촉매 구매 및 교체 사업

(이하 노원자원회수시설 ”2015년 해당 사업”, “2016년 해당 사업”이라 함)구매 사양서와

2018년 강남자원회수시설 촉매탑 촉매 구매(이하 강남자원회수시설 “2018년 해당

사업”이라 함)사양서에 따르면 설치된 촉매에 대하여 하자기간 3년 동안 매년 활성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SCR 촉매탑 촉매 활성도 검사결과를 촉매의 성능 등 판단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성도 검사 결과에 대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1) Selective Catalystic Reduction(선택적촉매환원법):촉매를사용하여250℃이하에서질소산화물(NOx)을물(H20)과질소(N2)로환원하는
방법으로서배출가스중의질소산화물을우선적으로환원한다는뜻(출처: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해설서’,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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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5년 및 2016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자기간 3년 동안 활성도 검사를 실시토록 구매 사양서에 명시해

놓았을 뿐 확보해야할 NOx 제거효율 등 활성도 검사결과에 따른 판단 기준을 제시

하지 않았으며

2015년 및 2016년 해당사업 하자관리대장(2015년 ~2018년)에 따르면 활성도

검사 결과를 하자검사 시 확인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2015년(하자기간 만료) 및

2016년 해당 사업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활성도 검사 결과를 보유

하고 있지 않았고

계약상대자가 2018년에 실시하여 제출한 노원자원회수시설 2015년 및 2016년

해당사업 활성도 검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NOx 제거효율 등 시험결과 값만 제시할 뿐

촉매의 성능수준 확보여부 및 교체 필요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경우도 2018년 해당 사업 공고 시 촉매 설치 후

촉매의 추가, 교체 시 등을 목적으로 하자기간 3년 동안 활성도 검사를 실시토록

구매 사양서에 명시해 놓았으나 확보해야할 NOx 제거효율 등 판단기준을 제시

하지 않았다.

2) 자원회수시설 운영과정에서 SCR촉매탑 촉매 성능보증 판단기준 부적정(노원)

2015년 및 2016년 노원자원회수시설 SCR촉매탑 촉매 구매 및 교체 사업

구매 사양서에 따르면 촉매 성능보증 방법에 대하여 NOx의 경우 클린시스2)에서

측정된 측정농도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한 촉매 성능 등 확인을

위해서는 운영여건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클린시스를 통한 촉매 성능 확인과 관련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규제인 NOx 배출허용기준인

측정결과 30분 평균 91ppm 준수여부로 촉매의 성능을 확인한다고 의견제시하였으나

위 NOx 배출허용기준 91ppm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에 따라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총량이 할당되는

2) 클린시스(CleanSYS) :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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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대하여 제17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허용

기준 적용의 특례)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제시하는 배출허용기준 70ppm을

130%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관련 특례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배출허용기준만을

근거로 촉매 성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정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관련한 측정방법은 굴뚝에 부착된 자동측정기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외부로 배출되는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SCR 촉매탑에서의 NOx 저감 성능은

설치된 촉매 뿐 아니라 NOx가 질소(N2)와 수증기로 환원될 때 사용되는 암모

니아수 사용량(분사량)과 비례 관계에 있어 암모니아수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NOx

농도 측정은 촉매의 성능을 적정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2018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할당된 NOx 배출허용총량은 2017년

69,743kg보다 23.4% 강화된 53,386kg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이를 충족

하기 위하여 2018년 시간당 암모니아수 사용량에 대하여 2017년 시간당 암모

니아수 사용량 10.7kg/h보다 약 41% 증가된 15.1kg/h를 사용하여 할당된

NOx 배출허용총량 53,386kg에 대하여 NOx 배출량을 관리(2018.10월까지

배출량 : 42,067kg) 하고 있는 등 관련 규정 충족을 위해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

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 NOx 측정농도만을 촉매 성능 적정여부 판단기준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촉매의 성능을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암모니아수 등 촉매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전 조건이 필요함에도 2015년 및 2016년 해당사업 발주 시

사양서 등에 암모니아수 등 관련 운전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로 할당된 배출

허용총량을 확인하여 보면 [표 2]와 같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점과

촉매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등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2015년 및 2016년 해당 사업 발주 공고 시 제시된 사양서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클린시스에서 측정된 측정농도기준으로 단순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운영

조건을 감안한 촉매의 성능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설치과정 및 운영 과정(하자관리)에서

촉매 NOx 저감 성능 확보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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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원자원회수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확정 할당(NOx) 현황
(단위 : kg/년)

일 자 구분 연 도/배출허용총량

2012.11.30.
(’15년~’17년은
2014.12.31.확정)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2017

배출허용총량 85,664 81,684 77,704 73,724 69,743

2018.2.5.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배출허용총량 53,386 53,080 52,776 52,470 52,164

※ 노원 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이에 대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5년 및 2016년 SCR촉매탑 촉매 구매

및 교체 사업 발주 시 하자기간 3년 동안 매년 활성도 검사를 하도록 해당 촉매에

대한 사양서를 제시한 사유는 타 자원회수시설 발주 사례 및 2013년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에 활성도 결과를 토대로 촉매를 교체하도록 제시한 내용을

참고한 것이고

활성도 검사결과 주요 내용인 질소산화물 제거효율과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에

사용되는 촉매에 대한 공식적인 성능기준이 없으며 제조사 및 운전여건 등에 따라

촉매의 질소산화물 저감성능이 차이가 있어 2015년 및 2016년 해당사업 발주시

사양서 등에 활성도 검사결과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해 해당 촉매가 확보하여야

할 질소산화물 제거효율값 등 성능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후 활성도 검사결과(2015년 및 2016년 해당사업 계약상대자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정 성능 확보여부에 대해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의견제시하고 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향후 SCR촉매탑에 설치되는 촉매에 대하여 암모니아

사용량 등 클린시스에서 측정하는 질소산화물 측정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영여건과 시설의 배출허용총량을 고려한 SCR촉매탑의 촉매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농도 기준을 마련하고 촉매 활성도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타 자원회수시설

사례 및 계약예정인 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용역(2018.11월 중 계약 예정)을

활용하여 촉매의 성능확보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의견

제시 하였다.

또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활성도 검사와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와 협의 등을

통해 촉매 성능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적정 성능기준을 마련할 예정임을 의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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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촉매 활성도 검사결과 판단기준 마련을 환경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준 수립전까지 노원·강남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자체적인 촉매

활성도 검사결과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원자원회수시설(주식회사 ‘A’)에 대하여, 촉매 활성도 검사결과에 대한 보유·

관리를 철저히 하여 촉매 설치 후 하자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방안마련 요구 및 배출허용

총량을 고려한 촉매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농도 기준과 촉매의 설치, 운영과정(하자

관리)에서 암모니아수 사용량 등 종합적인 운전조건이 촉매 성능확인 시 고려되어

객관적으로 SCR촉매탑 촉매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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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폐기물 투입호퍼 하부 슈트 및 라이닝 교체공사 원가계산 부적정(노원)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노원자원회수시설(‘자’ 주식회사-2017년)에서는 폐기물투입호퍼 이송슈트의 장

기간 사용에 따른 마모 및 부식으로 철판이 변형되고 천공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하부

슈트를 신규 제작 교체(소각로 1호기 및 2호기)하기 위한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투입

호퍼 하부 슈트 및 라이닝 교체공사’(이하 “해당공사”라 함)를 소속직원이 설계하고

[표 1]과 같이 ‘차’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2017년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투입호퍼 하부 슈트 및 라이닝 교체공사 계약현황

건 명 계약상대자 공사 계약 기간 준공금액
(천원) 비 고

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
투입호퍼 하부 슈트
라이닝 교체공사

‘차’ 주식회사 2017.10.26. ~ 2017.11.23 224,389 ‘자’ 주식회사

※ 노원 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2015.1.29) 제11조(위탁운영

비용 집행) 제1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위탁운영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본 협약서를 준수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재무

회계규칙 등 관계볍령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제5절 – 제1관

통칙 –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 다.에 따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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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보칙 – 2.‘자료 비치 등’ -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에 따르면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해당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내역서(물량내역서)에는

‘투입호퍼 하부슈트 및 체절문 철거’ 공종(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가 2,977천 원

(재료비 153천 원, 노무비 2,824천 원) 수량 6.923톤으로 [표 2]와 같이 반영

되어 있다.

[표 2] ‘투입호퍼 하부슈트 및 체절문 철거’ 품목단가 설계내역서 반영현황 (직접공사비, 1기 기준, 단위 천 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투입호퍼
하부슈트
및 체절문

철거

외부철판
6T ×
라이닝

강판 8T
톤 6.923 153 1,056 2,824 19,553 - - 2,977 20,609

※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서울시 계약심사 조정 후 내역 기준)

위 [표 2] ‘투입호퍼 하부슈트 및 체절문 철거’ 품목의 단가는 ‘하부 슈트 외부

케이싱 철판 제작‧설치’ 및 ‘하부 슈트 라이닝 강판 제작‧설치’ 품목 등에 적용한

기계설비부문 제Ⅱ편 제1장 공통공사 1-9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중 ‘제작설치’

(제작과 설치가 모두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하는 단가 적용)의 50%를 적용한 것이나

위와 같이 철거 단가를 적용한 근거는 표준품셈의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 공사’를

적용한 것으로서 해당 표준품셈 내용에는 ‘제작‧설치’가 아닌 ‘설치’에 대하여만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위 ‘투입호퍼 하부슈트 및

체절문 철거’ 품목의 단가 산정 시 ‘하부 슈트 외부 케이싱 철판 제작·설치’ 등에 적용된

품셈기준인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중 ‘제작설치’의 50%를 적용함으로써 설계

내역서 기준으로 [표 3]과 같이 해당 품목 단가가 “톤”당 2,374천 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공사비 전체 설계내역서 기준(수량 6.923톤, 2기 기준, 제경비 포함)

55,436천 원이 과다계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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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투입호퍼하부슈트및체절문철거’ 품목단가설계내역서기준재산정 (직접공사비, 1기기준, 단위 천원)

구분 제작·설치(당초) 설치(재산정) 단가 차액 비고

제작·설치 단가/ 설치 단가 5,954 1,207 4,747 단가차액은제작단가

철거 적용 기준 제작·설치의 50% 설치의 50%

투입호퍼 하부슈트 및
체절문 철거 단가 2,977 603 2,374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와 같이 공사금액이 과다 계상된 상태로 발주하여

2017.10.26에 시공자와 계약(낙찰율 87.793%)하였고 2017.11.23에 해당 공사를

준공하였다. 그 결과 준공금액기준으로 45,584천 원이 예산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4] ‘투입호퍼 하부슈트 및 체절문 철거’ 품목준공내역서 기준금액 재산정현황 (직접공사비, 1기기준, 단위: 천원)

품 명 규 격 단
위 수량

당초(A) 재산정(B) 증 감(A-B)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투입호퍼
하부슈트
및 체절문

철거

외부철판
6T ×
라이닝

강판 8T
톤 6.647 2,604 17,307 530 3,520 2,074 13,787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노원자원회수시설 재산정 제출)

[표5] ‘폐기물투입호퍼하부슈트및라이닝교체공사’ 준공내역서기준금액재산정현황 (단위:천 원)

구분 당초 준공금액(A) 재산정 금액(B) 과다 지급 금액
(A-B) 비 고

직접공사비 140,626 113,078 27,548 직접공사비

제경비 등 83,763 65,727 18,036

합 계 224,389 178,805 45,584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노원자원회수시설 재산정 제출)

관계기관 의견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해당 공사의 설계내역서 작성 시(원가계산 시) ‘투입호퍼

슈트 및 라이닝 강판 철거’ 품목의 단가 산정을 위한 일위대가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설치’ 단가가 아닌 ‘제작설치’ 단가에 철거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한 것이며,

향후 품셈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설계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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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전(前) 수탁자 ‘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제5항에 따라 ‘자’ 주식회사에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관련 담당자에 대하여는 제12조 제3항에

따라 향후 지도·점검 과정에서 필요시 인력교체 등 검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노원자원회수시설(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잘못된 품셈 적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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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유인송풍기 상･하부 케이싱 교체공사 원가계산 부적정으로 예산낭비(노원)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노원자원회수시설(‘자’ 주식회사)에서는 노후된 유인송풍기 2기의 외부 케이싱1)을

교체하기 위해 소속 직원이 설계한 ‘노원자원회수시설 유인송풍기 상·하부 케이싱

교체공사’를 ‘카’ 프랜트와 2017.10.16. 계약체결(계약금액: 179,938천원)하고

시행하여 2017.11.22. 준공하였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2장 제2절 6. 예정

가격조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① 유인송풍기(FAN) 철거비 과다계상으로 예산낭비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 제Ⅱ편 제1장 공통공사, 1-5 기계설비 철거 및

이설공사에 따르면 FAN류를 철거할 때에 동일구내(인접장소)로 이설할 경우에는 설치품의

40%만을 추가로 반영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유인송풍기를 둘러싸고 있는 케이싱을 교체하기

위한 ‘유인송풍기 및 상･하부 케이싱 제작’공종의 공사원가에 포함된 FAN 해체/재설치 품을

산출하면서

1) 케이싱(casing) : 터빈이나 팬과 같은 내부의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계 외부를 감싸는 외피



- 3 -

위 공사는 케이싱을 교체하기 위해 유인송풍기(FAN 포함)를 철거 후 일시적으로

FAN을 철거하고 동일한 위치에 다시 FAN을 설치하는 공사임에도 동일구내나 인접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FAN을 재설치 할 경우 적용하는 철거비 비율인 설치품의 60%를 적용하여

FAN 해체/재설치 품을 산출하고는 그대로 발주 및 계약하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표 1]과

같이 7,161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1] FAN 철거비 과다산출로 인한 예산낭비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규격 수
량 단위

준공금액(a) 재산출(b) 예산낭비
현황
(a-b)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계 56,023 48,862 7,161
유인송풍기
해체 재설치 설치품의 60% 2 대 16,944 33,888 0 0

유인송풍기
해체 재설치 설치품의 40% 2 대 0 0 14,780 29,559

제경비 22,135 19,303 2,832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② 물품(제조) 구매와 공사가 혼재된 사업의 원가계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직접재료비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

재료와 외주품의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방안(2012.10.)에 따르면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구매는 이미 제조된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통상 구분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위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공사 및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되어 있을 경우 발주방식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면서

공사와 물품 등이 혼합된 경우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개선안 예시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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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 유인송풍기 상·하부 케이싱 교체공사 승인 요청’

(‘노원 자’ 17-222호, 2017.9.8.)에 따르면 위 공사의 주 사업내용은 ‘유인송풍기 상·하부

케이싱’(이하 ‘케이싱’이라 한다.) 2대를 제작한 후 노원자원회수시설 내에서 케이싱을 교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위 공사에 사용되는 케이싱은 공사 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자 공사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 부분이 되는 물품이므로 케이싱 제작 비용은 공사 원가

계산에서 직접재료비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설계이다.

또한 케이싱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시공자가 이를 구매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케이싱 구매비용 전체를 공사 원가계산에서 재료비로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해 본 바,

[표 2]와 같이 현장에서 케이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에 비해 18,018천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표 2] 케이싱 공장제작 후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재산출 결과 예산절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규격 수
량

단
위

준공금액(a) 재산출(b) 예산
절감액
(a-b)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 액 재료비 금 액

계 98,747 80,729 18,018

케이싱제작 현장제작 2 기 6,998 24,293 182 62,946 - -

케이싱제작
공장제작(물

품)
2 기 31,495 62,990

소계 62,946 62,990 -44

제경비 35,801 17,739 18,062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노원자원회수시설 내에서 무게 6.8ton에 이르는 철재 케이싱 2대를 제작할 경우 판금

장비 등 장비반입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밀폐되지 않은 노천에서 작업할 경우

기상의 영향으로 품질관리도 어려우므로

예산이 절감되고 품질관리도 용이한 공장 제작품을 구매하여 현장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이고 위 공사 시공자도 [그림 1]과 같이 공장에서

케이싱을 제작하고 완성품을 현장에 납품하여 2대의 케이싱을 교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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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신규케이싱 공장 제작 후 현장 반입 사진

<1호기 신규 케이싱 자재 반입> <2호기 신규 케이싱 자재 반입>

그런데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교체공사 현장에서 케이싱을 제작하는 것으로 일반

공사노임을 적용하여 제작비용을 산출하고는 제작비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기초금액 산출내역을 작성하고는 그대로 발주 및 계약하고 2017. 11.22. 준공처리

함으로써 18,018천 원의 예산만 낭비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향후 공장에서 제작하여 구매하는 물품은 공사와 분리

하여 발주하거나 공사에서 재료비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전(前) 수탁자 ‘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7조(지도‧점검) 제5항에 따라 “자” 주식회사에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 노원자원회수시설(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무가 소홀히 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담당자 등에게 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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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관리동 냉･온수 배관 교체공사 공사원가 과다적용으로 예산낭비(강남)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강남자원회수시설(‘바’ 주식회사)에서는 노후된 관리동 지하층 외부 냉․온수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소속 직원이 설계한 ‘관리동 냉･온수 배관 교체공사’를

‘타’ 쎄븐과 2016.12.7. 계약체결(계약금액: 66,313천원)하고 시행하여 2016.12.31.

준공하였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1조(위탁운영

비용 집행)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0호) 제2장 제2절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 부당

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01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에 따르면 배관 보온을 위한 시공품은 제Ⅱ편

기계설비공사 제1장 공통공사와 제Ⅲ편 플랜트설비공사 제1장 공통공사에 구분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리동은 사무실과 견학시설이 위치한 건축물로서

생산, 제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플랜트(공장)와는 구분되고, 위 품셈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 내･외에 배관을 부설하는 품은 기계설비 부문에 반영(제Ⅱ편 기계설비

공사 제1장 공통공사) 하고 있으므로 일반 건축물 내･외에 설치된 배관을 보온하는 것

역시 위 품셈 제Ⅱ편 기계설비공사 제1장 공통공사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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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냉･온수 배관 교체공사 준공사진

<냉･온수 배관 교체 후> <배관 발열선 설치> <지하층 주차장 천정 배관 보온>

그리고 위 품셈 제Ⅱ편 기계설비공사 제1장 공통공사 1-3-1 관 보온에 따르면

유리면 보온재(글라스울)로 보온할 경우에는 관경별로 구분되어 있는 고무발포보온재

인력 품의 9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 공사 관리동 지하층 직경 32, 25, 20, 15㎜

배관을 유리면 보온재로 보온하는 인력 품을 산출하면서 위 품을 적용하지 않고 같은

품셈 제Ⅲ편 플랜트설비공사 제1장 1-3배관 및 기기보온공사 1-3-1 pipe보온

(배관두께 30㎜이하) 품을 적용하여 [표 1]과 같이 인력 품을 과다 적용하였다.

[표 1] 규격별 품 적용현황
(단위: 인/m)

관 규격
연장
(m)

보온두께
(㎜)

기존 설계(준공) 건설공사 표준품셈(재적용)

보온공 특별인부 보온공 보통인부

32㎜ 163

25이하 0.048 0.072

0.048 0.006

25㎜ 295 0.041 0.005

20㎜ 48 0.036 0.005

15㎜ 72 0.031 0.005

※ 자료: 201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재구성

또한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 관리동 냉․온수 배관에 보온재를 시공하기 전 관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배관에 발열선(Heating cable) 665m를 설치하는 인력 품을 산출하면서도

일반 기계설비에 발열선 설치 시 적용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 제Ⅱ편 제1장 공통

공사 1-3-4 발열선, 1. 발열선 설치에 따라 인력 품(기계설비공 0.017인/m, 보통인부

0.006인/m)을 적용하지 않고

플랜트 설비의 동결방지를 위해 발열선을 설치할 때 적용하는 전기표준품셈 제5장

내선설비공사 5-33 Heat Tracing System 설치 인력 품(플랜트전공 0.036인/m)을 적용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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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기초금액 산출조서를 작성하여 발주 및 계약하고, 2016.12.31. 준공처리 하는 등

인력 품 과다 적용으로 [표 2]와 같이 15,961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2] 인력 품 과다산출로 인한 예산낭비 현황
단위: 천 원

공종명 규격 수량
단

위

준공금액(a) 재산출 금액(b) 예산낭비
금액(a-b)단가 금액 단가 금액

총계 38,258 22,297 15,961

유리섬유셀프카바 32A 163 m 20 3,285 10 1,657

유리섬유셀프카바 25A 295 m 20 5,885 9 2,600

유리섬유셀프카바 20A 48 m 20 947 8 377

유리섬유셀프카바 15A 72 m 20 1,407 7 500

열선 EHL16-2CR 665 m 21 13,873 16 10,629

소계 25,397 15,763 9,634

제경비 식 1 12,861 6,534 6,327

※ 자료: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근무중인 위 공사 설계업무 담당자는 품셈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강남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업체가 2017.4월 ‘바’ 주식회사

에서 ‘가’ 주식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과 무관한 현 위탁운영업체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전(前) 수탁자 ‘바’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7조 제5항에 따라 ‘바’ 주식회사에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강남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잘못된 품셈 적용으로인한 예산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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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비산재(소각재) 수집·운반 용역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부가가치세) 낭비(강남)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에서는 ’14.1.1.~’17.3.31.까지 “바” 주식회사에 ’17.

4.1.~’20.3.31.까지는 “가” 주식회사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위 2개사(이하 ‘강남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는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작은(0.63)

비산재를 경상남도 창원과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최종 처분장까지 운반하기 위해

[표 1]과같이 매년 수집･운반업체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운반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비산재(소각재) 수집･운반용역 계약 현황

연도 용역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천원) 처분장 용역기간 비고

2015
강남자원회수시설 소각재(비산재
및 바닥재) 최종처리및수집․
운반용역

‘파’ 엔티 324,785
경상남도
창원시

2015.4.30.~
2015.12.31.

‘바’ 주식회사

(’17년용역준공은

‘가’ 주식회사)
2016 비산재 수집․운반 용역 ‘파’ 엔티 323,332 2016.5.1.~

2016.12.31.

2017 비산재 수집․운반 용역(연간
단가) ‘파’ 엔티 386,405

전라북도
군산시

2017.2.15.~
2017.12.31.

2018 비산재 수집․운반용역(연간
단가) ‘하’ 환경 379,470 2018.1.29.~

2018.12.31. ‘가’ 주식회사

※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1조(위탁운영

비용 집행)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제2장 제2절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 부당

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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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에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어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5년부터 4년간 운반비 원가 구성항목 중 고속

도로 통행료 부분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통행료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하고는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운반비에 포함시키고

산출된 운반비 전체에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비산재 수집･운반용역의 원가를

산출하여 그대로 계약 및 준공처리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통행료 항목에 부가

가치세가 반영된 상태로 용역비가 지급되어 [표 2]와 같이 2015년 이후 4년간 7,003

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2] 통행료 부가가치세 반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현황
(단위: 천 원,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연도 규격 수량
(톤)

준공금액(a) 재산출(b)
예산낭비
(a-b)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계 7,003

2015년 강남자원회수시설

~ 경상남도 창원

9,718 2.3 22,407 2.1 20,370 2,037

2016년 6,333 2.3 14,520 2.1 13,200 1,320

2017년 강남자원회수시설

~ 전라북도 군산

9,110 2.2 20,031 2.0 18,210 1,821

2018년 9,130 2.2 20,075 2.0 18,250 1,825

※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부당

하게 과다 반영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비산재를 운반하는 용역을 설계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설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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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강남자원순환시설(‘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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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가설(비계)공사 수량 과다산출로 예산낭비(강남)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강남자원회수시설(“바” 주식회사)에서는 공장동 내부 H빔 기둥(이하 “기둥”이라 함)에

칠해져 있는 내화폐인트를 철거 후 재 도색하기 위한 가설 발판을 기둥 주변에

설치하고자 2015.11.25. ‘너’ 건설(주)와 ‘가설(비계)공사’ 계약을 체결(계약금액:

323,492천 원)하고 소속 직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2016.2.2. 준공하였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1조(위탁운영

비용 집행)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호) 제2장 제2절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 부당

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

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강관 쌍줄비계(이하 ‘비계’라 함)는 작업대상 건물이나 시설물의 벽 중심선에서 일정거리를 두

고 면에 수평하게 설치되므로, 비계설치 면적은 비계가 설치되는 지점에서 비계가 건물이

나 시설물을 둘러싼 길이에 비계의 설치높이를 곱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장동 내부에 있는 독립된 기둥 주변에 쌍줄비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림 1]과 같이 기둥 4면에 비계가 설치되므로 비계가 설치된

지점의 4면 둘레길이에 비계의 설치 높이를 곱하여 비계설치 면적을 산출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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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이 벽체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벽체부분에 비계를 설치 할 수 없으므로

벽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서 비계가 설치된 지점의 둘레길이에 비계의 설치

높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비계 설치면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그림 1] 강남자원회수시설 공장동 비계설치 도면(평면도)

<기둥이 중앙에 있을 경우> <기둥의 1면이 벽체에 접할 경우> <기둥의 2면이 벽체에 접할 경우>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공장동 내 60개 기둥 모두를 독립된 기둥으로 간주

하고 60개 기둥 4면에 비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비계 11,989.2㎡를 설치하는 것

으로 비계 설치 수량을 산출하고는 그대로 발주 및 계약하였다.

그리고 비계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던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5.11.14. 공사 중

구조물의 간섭을 피해 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쌍줄비계 설치면적을

실제 설치된 수량으로 정산하겠다고 시공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시공자는 현장여건이 설계와 달라 기둥 2면이 벽체에 붙는 16열, 18열×J열 기둥 2개와,

기둥 1면이 벽체에 붙는 17열×J열 타입 기둥 1개 총 3개를 추가하였고, 기둥 1면이 벽체에

붙는 22열×I열, C열 기둥 2개와 기둥 4면이 비계로 둘러싸인 22열×G열, E열 기둥 2개

총 4개를 제외시키는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비계 설치 수량을 재 산출하면서

공장동 내 비계가 설치된 59개의 기둥 중 27개만 독립된 기둥이고 32개는 1면 또는

2면이 벽체에 접해있는 기둥임에도 설계와 같이 모두 독립된 기둥에 비계를 설치한 것으로

비계설치 면적을 산출하여 계약수량보다 1,060.4㎡ 증가시킨 13,049.6㎡의

비계를 설치한 것으로 2016.1.25. 설계변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준공사진([그림 2])을 확인해 본 바, 위 32개 기둥이 벽체와 접해 있는 면은

벽체와 기둥사이에 10cm 정도의 이격은 있으나 쌍줄비계를 설치할 수는 없고, 다만

시공자가 비계를 고정하기 위해 층별로 강관 1~2개를 가로질러 설치한 것만 확인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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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와 접한 기둥의 하부(평균 6m)는 벽체와 일체로 된 콘크리트 기둥 형식이므로

기둥 뒤편에는 비계를 고정하기 위한 강관을 설치 할 수도 없는 등 32개 기둥에서

벽체와 접한 1면 또는 2면(모서리 부분)에는 쌍줄비계가 설치되지 않아 1,694.7㎡의 쌍줄

비계가 시공되지 않았다.

[그림 2] 비계 설치현황

<비계 설치 전경> <기둥 뒷면 강관 가로지르기> <하부 콘크리트 기둥>

또한 시공자는 강관비계 높이 2m마다 설치한 안전발판 설치면적을 산출하면서

단순히 비계 가로길이에 세로길이를 곱하여 단면적을 산출한 후, 발판이 설치된 총

층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안전발판 설치면적을 산출함으로써 계약수량보다 1,239.1㎡ 증가한

3,341.1㎡의 안전발판을 설치한 것으로 정산하여 위 설계변경 요청 시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강관 비계는 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기둥 주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안전발판

설치면적을 산출할 때에는 비계가 둘러싼 단면적에서 비계 중심에 위치한 기둥부분의

면적(563.6㎡)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안전발판 설치면적은 563.6㎡가 과다 산출 된 것

이다.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시공자의 설계변경 요청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후, [표 1]과 같이 예산사정 등을 사유로 전체 증가 물량 대비 60%만 설계변경에

반영하기로 2016.1.26. 시공자와 합의하고 2016.1.28. 변경계약 후 2016.2.2. 준공

처리 함으로써 [표 2]과 같이 22,136천 원을 과다지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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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강관비계 및 안전발판 설치면적 변동현황
(단위: ㎡)

구분 계약
설계변경

요청수량(a)
감축 합의
수량(b)

준공수량
(a-b)

지적 후
재산출(c)

과다산출 수량
{(a-b)-c}

강관비계 11,989.2 13,049.6 424.1 12,625.5 11,358.3 1,267.2

안전발판 2,102 3,341.1 496.1 2,845.0 2,777.5 67.5

[표 2] 비계 및 안전발판 물량산출 과다로 공사비 과다지급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규격 단가 단
위

준공금액(a) 재산출(b) 과다지급
액(a-b)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323,492 301,356 22,136

강관비계설치 쌍줄비계 11.6 ㎡ 12,625.5 146,619 11,358.3 131,903

비계발판설치 18.0 ㎡ 2,845.0 51,901 2,777.5 50,661

소계 198,520 182,564 15,956

제경비 124,972 118,792 6,180

※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강남자원회수시설에 근무중인 위 공사 설계 및 정산 설계변경을 담당하였던 업무

담당자는 수량 과다산출을 인정하고 있으나 강남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업체가 2017.

4월 ‘바’ 주식회사에서 ‘가’ 주식회사로 변경됨에 따라 현 위탁운영업체는 위 사항과

무관하므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전(前) 수탁자 ‘바’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7조 제5항에 따라 ‘바’ 주식회사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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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경우 감사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

22,136천 원에 대해서는 위 협약서 제19조 제2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강남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 공사 설계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설계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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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소홀로 예산낭비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에서는 ’15.2.1.~’18.1.31.까지 ‘자’ 주식회사에,

’18.2.1.~’21.1.31.까지는 주식회사 ‘A’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위 2개사(이하 ‘노원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는 소각 후 남은 바닥재를 수도권매립지로 매립

처분하기 위해 소속직원이 수집･운반용역을 설계 및 발주하여 [표 1]과 같이 매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표 1]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계약 현황

연도 용역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천원)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비고

2015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소각재)수집운반용역

‘더’ 개발(주) 264,660 463,155
2015.4.27.~
2016.6.26. ‘자’ 주식회사

(’17년 용역
준공은

주식회사
‘A’)

2016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소각재)수집운반용역

‘더’ 개발(주) 200,508 300,762
2016.6.22.~
2017.3.31.

2017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소각재)수집운반용역

‘더’ 개발(주) 561,840 722,877
2017.3.27.~
2018.5.15.

2018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소각재)수집운반용역

‘더’ 개발(주) 291,555 291,555
2018.5.11.~
2018.12.31

주식회사 ‘A’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바닥재 운반용역은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버킷이 달린 크레인으로 바닥재를

암롤트럭1)에 상차(적재)하면 수집･운반업체가 59.7km 거리의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고 매립장에 바닥재를 하차(적하)한 후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 암롤트럭: 대형화물차의 뒷 화물칸을 철거한 후 덮개가 있는 박스형 수거박스를 장착한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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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자원회수시설은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1조(위탁운영

비용 집행)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제2장 제2절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 부당하게 감액

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

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① 운반비 산출에 필요한 운반시간 과다산출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의 용역비는 운반비 단일공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운반비는

차량의 시간당 운행경비(유류비, 운전사 인건비, 기타 경비)를 차량의 시간당 운반가능량

(㎥/hr) 즉 운반효율로 나누기 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운반효율은 암롤트럭 1대가 적재할 수 있는 바닥재 최대 적재량을 싣고

수도권 매립지까지 운반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운반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운반시간(적재대기, 적재, 덮개설치 및 해체, 운행(왕복), 적하, 세륜기 통과 등)을

산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용어정의 참조])

[용어정의]

･ 운반비(원/㎥) = 차량의 시간당 운행경비(원/hr) / 운반효율(㎥/hr)

･ 차량의 시간당 운행경비(원/hr) : 유류비+운전사 인건비+감가상각비 등

･ 운반효율(㎥/hr) = 차량의 최대 적재량(㎥) / 운반시간(hr)

･ 운반시간(hr) : 적재대기, 적재, 덮개 설치 및 해체, 운행, 적하, 세륜기 통과시간 등

운반에 소요되는 모든 시간의 합계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7~2018년 바닥재 운반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암롤박스 제작비를 외부 전문 업체(‘러’ 특장)로부터 견적을 받았고,

위 업체는 자동덮개가 설치된 암롤박스의 제작비를 산출하여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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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운반시간에 포함되는 덮개 설치 및 해체시간을 산출

하면서 자동덮개의 덮개 설치 및 해체 소요시간인 0.5분을 적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덮개를 설치 및 해체하는 것으로 하여 소요시간을 3.27분 과다한 3.77분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그림 1]과 같이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7년~2018년 간 수도권매립지

통합계량대(이하 ‘통합계량대’라 한다.)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진입하여 매립장에

폐기물을 적하 한 후 다시 통합계량대를 통해 진출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세륜기 통과시간

1.5분을 운반시간에 추가로 포함 시켰다.

[그림 1] 수도권매립지 통합계량대 진입부터 진출까지의 운반 경로

통합계량대 진입
매립장 도착

(적하)

통합계량대 진출 세륜기 통과 매립장 출발

그러나 [계산 식 1]과 같이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운반차량들이 통합계량대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진입할 때부터 진출 할 때까지의 총 소요시간에서 통합계량대에서 매립장

까지의 왕복 운행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폐기물을 부리는 적하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산 식 1]

적하시간 = (통합계량대 진출시간 - 진입시간) - (통합계량대 ~ 매립장 왕복 운행시간)

세륜기 통과시간을 추가로 운반시간에 포함시킬 경우 적하시간에서 세륜기 통과시간

1.5분을 제외시켜야 한다.

그런데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적하시간에서 세륜기 통과시간 1.5분을 제외하지

않는 등 전술한 자동덮개 설치시간 미반영 등과 함께 운반시간을 총 4.77분(3.27분

+1.5분) 과다산출 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2017년에 11,166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2018년에는

5,225천 원을 과다계상 한 상태로 관련용역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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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운반시간 과다산출로 예산낭비 현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연도 규격 수량
(톤)

준공금액(a) 재산출(b) 예산낭비
(a-b)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계
수도권

매립지

760,728 744,337 16,391

2017년 26,222 17.9 469,173 17.5 458,007 11,166

2018년 15,500 18.8 291,555 18.5 286,330 5,225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② 최대적재량 과소 적용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최대적재량 24톤인 암롤트럭 3대를 사용하여 바닥재를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하도록 설계하고, 최대적재량 24톤인 암롤트럭의 경비, 재료비 등을

사용하여 암롤트럭의 시간당 운행경비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암롤트럭 1대가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도 설계차량에 맞는 24톤을 적용

하여 운반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6~2018년 간 24톤 암롤트럭의 적재량 산출을

위해 암롤트럭의 최대 적재량을 활용하지 않고 [표 3]과 같이 위 기간 동안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을 수행한 ‘더’ 개발(주)에서 보유한 최대적재량 24톤 미만 차량들이 운반한

직전년도 매립지 평균 반입무게를 당해연도 24톤 암롤트럭의 적재량으로 반영하였다.

[표 3] ‘더’ 개발(주) 차량 보유현황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총중량(ton) 최대적재량(ton)

○○너○○○○ 한국토미24톤 카고트럭 대형화물 35.48 19.5

★★도★★★★ 현대15톤암롤트럭(터보) 대형화물 30.87 15.0

☆☆머☆☆☆☆ 그랜토암롤트럭 대형화물 24.65 11.5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표 3]의 차량들은 애초 24톤을 적재할 수 없는 차량들로서 [표 4]와 같이 평균

22.29톤의 바닥재만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였다.

[표 4] 운반차량 1대의 적재가능 무게 산출현황
(단위: 톤)

구분 평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당해연도 적재 무게 22.29 22.193 22.31 22.38

매립지 평균 반입무게 22.29 22.193(연평균) 22.31(연평균) 22.38(2월평균)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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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 평균 운반무게를 사용하여 운반비를 산출함

으로써 적재량 감소에 따른 운반효율(적재량/운반시간) 저하로 [표 5]와 같이 2016

~2017년간 42,409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2018년에도 16,643천원의 예산을 과다

계상한 상태로 바닥재 수집･운반 용역이 진행 중이다.

[표 5] 암롤트럭 최대적재량 과소적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현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연도 규격 수량
(톤)

준공금액(a) 재산출(b) 예산낭비
(a-b)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계

수도권

매립지

59,052

2016년 22,526 13.6 307,244 13.1 294,327 12,917

2017년 26,222 17.9 469,173 16.8 439,681 29,492
소계 776,417 734,008 42,409

2018년 15,500 18.8 291,555 17.7 274,912 16,643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③ 고속도로 통행료 과다적용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수집한 바닥재를 김포IC까지 운반한 후 경기도 김포시

장곡교차로 약1.1km 후방에 위치한 선수삼거리에서 유턴한 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하는 것으로 운반거리 및 운행시간을 산출하였다.

그런데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8년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와 연계된 인터넷

싸이트(Daum.net)를 사용하여 위 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산출하면서 운반경로에 포함되는

장곡교차로와 같은 경유지를 입력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싸이트에서는 위 계획 노선과 달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것으로 하여편도 11,600원을 제시하였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추가확인 없이 해당 경로를

왕복 운행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차량 당 왕복 통행료

23,200원을 직전년도 평균운반무게(22.38ton)로

나누어 톤당 통행료를 942원/톤(부가세 상당금액 제외)

으로 산출하여 운반비에 반영 하였다.

그러나 2018.10.7. [그림 2]와 같이 해당 싸이트에

위 운반경로에 포함된 경유지인 장곡교차로를 입력하여

재 검색해 본 바, 위 경로로 운반할 경우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편도 3,000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 통행료 산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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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왕복 통행료 6,000원(톤당 244원, 부가세 상당금액 제외)을 적용하여 운반비를

재산출 해 본 바, [표 6]과 같이 11,088천 원의 예산이 과다계상 된 상태로 바닥재 수집･

운반 용역이 진행 중이다.

[표 6] 통행료 과다계상 현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연도 규격 수량
(톤)

준공금액(a) 재산출(b) 과다계상
(a-b)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2018년 수도권매립지 15,500 18.8 291,555 18.1 280,467 11,088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④ 유류비 계산을 위한 운반시간 계산에서 적하시간 미공제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8장 기계화시공, 3. 운반 및 수송, 사. 운반기계의 유류산정에

따르면 트럭 등으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재 또는 적하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적재 또는 적하를 제외한 시간의 유류만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8년 바닥재 수집･운반 용역의 적재, 적하 시간을

[표 7]과 같이 적재시간 7.8분, 적하시간 25.8분으로 산출하였다.

[표 7] 2018년 적재, 적하시간 등 운반시간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운반시간
구성현황

총
운반시간

적재
대기시간

적재시간
덮개 설치
및 해체

운행시간 적하시간
세륜기

통과시간

소요시간(분) 173.64 0.7 7.8 3.77 134.07 25.8 1.5

그런데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8년에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소각재) 수집·운반

용역의 용역원가를 계산하면서 10분을 초과한 적하시간을 유류비(재료비) 계상을 위한

운반시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10분 미만인 적재시간을 운반시간에서 제외하고는, 그대로 발주 및 계약함으로써

재료비 증가(5,396원/㎥ → 6,053원/㎥, [계산식 2] 참조)로 인해 [표 8]과 같이 9,581

천 원의 예산이 과다계상 된 상태로 바닥재 운반용역이 진행 중이다.

[표 8] 운반시간에서 적하시간 미공제로 인한 예산 과다계상 현황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연도 규격 수량
(톤)

준공금액(a) 재산출(b) 과다계상
(a-b)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2018년 수도권매립지 15,500 18.8 291,555 18.2 281,974 9,581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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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2]

･ 적하시간 10분 초과시 재료비(원/㎥)

= {재료비(원/hr) / 운반효율(㎥/hr)} × (운반시간 – 적하시간) / 운반시간

이상과 같이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 ①~④와 같이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원가

계산을 태만히 함으로써 [표 9]와 같이 3년간 96,112천 원의 예산을 낭비 하였다.

[표 9] 3년간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비 예산낭비 금액 현황
(단위: 천 원)

지적사항

연도
계

운반시간
과다산출

최대적재량
과소 적용

고속도로
통행료 과다

적하시간
미공제

계 96,112 16,391 59,052 11,088 9,581

2016 12,917 - 12,917 - -

2017 40,658 11,166 29,492 - -

2018 42,537 5,225 16,643 11,088 9,581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금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운반비 산출을 위한 용역비

원가계산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업무담당자의 착오와 실수에 의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은 모두 인정하며, 진행중인 2018년 용역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다계상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감액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원자원회수시설 업무담당자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바닥재 수집･

운반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11년간 운반비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 업무를 수행

하였음에도 업무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소명하는 것은 그동안 바닥재 수집･운반

용역의 원가계산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반복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2017년 계약심사 결과 전액 삭감된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검토 없이

2018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설계 시 그대로 다시 반영하는 등 위 [표 9]와 같이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설계자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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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전(前) 수탁자 ‘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수탁업체가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통보)

- 노원자원회수시설(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진행 중인 2018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에서 과다계상 된 고속

도로 통행료를 감액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그리고 주식회사 ‘A’ 취업규칙 제31조 (3), (4) 및 제32조에 따라 설계업무를

태만히 하여 예산을 낭비한 업무담당자와 1차 관리 감독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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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강남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 소홀로 예산낭비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에서는 ’14.1.1.~ ’17.3.31.까지 ‘바 ’ 주식회사에,

’17.4.1.~’20.3.31.까지는 ‘가’ 주식회사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위 2개사(이하 ‘강남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는 소각 후 남은 바닥재를 수도권매립지로

매립 처분하기 위해 자체직원이 수집･운반용역을 설계 및 발주하여 [표 1]과 같이 매년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표 1]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계약 현황

연도 용역명 계약상대자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비고

2015
강남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
운반 용역

‘머’ 환경 395,010 2015.7.1.~
2015.12.31. ‘바’

주식회사
2016 바닥재 수집･운반 용역 ‘머’ 환경 286,457 2016.6.23.~

2016.12.31.

2017 바닥재 수집･운반 용역 ‘머’ 환경 338,226 2017.4.25.~
2017.12.31. ‘가’

주식회사
2018 바닥재(소각재)수집･운반 용역 ‘버’ 그린 506,700 2018.1.26.~

2018.12.31

※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바닥재 운반용역은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버킷이 달린 크레인으로 바닥재를 암롤

트럭에 상차(적재)하면 수집･운반업체가 59.4km 거리의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고 매립장에 바닥재를 하차(적하)한 후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비용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 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제2장 제2절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 부당하게 감액

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

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① 최대적재량 과소 적용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최대적재량 24톤인 암롤트럭 3대를 사용하여 바닥재를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하도록 설계하고, 최대적재량 24톤인 암롤트럭의 경비, 재료비

등을 사용하여 암롤트럭의 시간당 운행경비를 산출하고 있으므로 암롤트럭 1대가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적재량도 설계차량에 맞는 24톤을 적용하여 운반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5~2017년 간 24톤 암롤트럭의 적재량 산출을

위해 암롤트럭의 최대 적재량을 활용하지 않고 [표 2]와 같이 위 기간 동안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을 수행한 ‘머’환경에서 보유한 최대적재량 24톤 이하 차량들이 운반한 직전년도

매립지 평균 반입무게를 당해연도 24톤 암롤트럭의 적재량으로 반영하였다.

[표 2] ‘머’환경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 바닥재를 운반한 차량현황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총중량(ton) 최대적재량(ton)

♤♤저♤♤♤♤ 토미24톤 암롤트럭 대형화물 38.91 24.0

♠♠러♠♠♠♠ 신영22.5톤폐수지운반용 암롤트럭 대형화물 37.12 22.5

♧♧어♧♧♧♧ 한국쓰리축암롤트럭 대형화물 35.67 20.5

♣♣모♣♣♣♣ 한국토미 24톤 카고트럭 대형화물 35.31 19.5

※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표 2]의 차량들은 차량번호 81저1579를 제외하고는 애초 24톤을 적재할 수

없는 차량들로서 [표 3]과 같이 평균 22.78톤의 바닥재만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였다.

[표 3] 운반차량 1대의 적재가능 무게 산출현황
(단위: 톤)

구분 평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당해연도 적재 무게 22.78 - 23.0 22.8 22.7 22.6

매립지 평균 반입무게 22.78 23.0 22.8 22.7 22.6

※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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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 평균 반입무게를 사용하여 운반비를 산출함

으로써 적재량 감소에 따른 운반효율(적재량/운반시간) 저하로 [표 4]와 같이 2016

~2017년간 27,754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4] 암롤트럭 최대적재량 과소적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현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연도 규격 수량
(톤)

준공금액(a) 재산출(b) 예산낭비
(a-b)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계

수도권매립지

27,754

2015년 32,997 13.2 435,564 13.1 432,800 2,764

2016년 28,722 14.9 426,522 14.6 419,980 6,542

2017년 22,348 17.9 398,916 17.0 380,468 18,448

※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② 최대적재량 과소 적용 및 노선변경에 따른 운반비 산출 부적정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8년에 30천 톤의 바닥재를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하기

위한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을 설계하면서 전술한 ①과 같이 24톤 암롤트럭의 최대 적재량으로

직전년도 수도권매립지 평균 반입무게인 22.6톤을 적용하여 “톤” 당 982원(계약금액

기준)의 운반비가 과다계상 된 상태로 계약하였고

용역시행 중 계약된 3만 톤 중 1만 톤을 수도권매립지 인근의 재활용 업체로 분리 배출

하는 것으로 2018.5.9. 변경계약 하면서는 변경된 노선의 운반비가 기 계약단가(16,890

원/톤)보다 70원이 더 비싼 것으로 판단하여 운반노선은 변경하되 운반비 단가는 변경

하지 않았다.([표 5] 참조)

[표 5] 변경노선에 적용된 운반비와 2018년 운반비 비교
(단위: 분)

구분
차량의 시간당 운행경비(원/hr)

운반시간 운반효율
(㎥/hr)

운반비
(원/ton)계 경비 노무비 재료비

변경노선 114,756 37,156 32,187 45,373 170.07 7.21 16,960

2018년 100,447 31,383 27,816 41,248 178.45 6.82 16,890

※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표 5]와 같이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변경노선의 운반비 산출에 적용한

‘차량의 시간당 운행경비’를 확인해 본 바, 위 설계변경은 2018년 5월에 이루어 졌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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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는 2017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계약심사 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적용하였던

차량경비를 적용하였고

운전사의 노무비는 2018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에 대한 계약심사에서 화물차운전자

노임을 적용하도록 결정되었음에도 2018년 계약심사 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적용하였던

2017년 하반기 건설기계운전사 노임을 적용하였으며

경유가격 역시 2018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에 적용한 2017.12월 한국석유공사

제공(오피넷) 자료가 아닌 2017.11월 자료를 적용하는 등 차량의 시간당 운행경비

산출을 위한 원가자료가 과거자료이거나 기존 계약단가 산출에 적용된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변경노선 운반비의 비교대상인 2018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운반비 산출에

적용된 차량의 시간당 운행경비를 적용하여 변경노선의 운반비를 산출해 본 바 [표 6]과

같이 운반거리가 2.4km 증가하여 운행시간은 9.08분 증가하였으나

적하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감소하여 적하에 소요되는 시간이 20.78분

줄어드는 등 총 운반시간이 11.24분 감소하였으며

[표 6] 운반비 산출 근거자료 비교
(단위: 분)

구분 적재시간 운행시간 적하시간 기타 총 운반시간 적재량
(톤)

운반효율
(㎥/hr)

차이(a-b) +0.46 +9.08 -20.78 - -11.24 +1.4 +0.93

변경노선(a) 7.62 148.67 10 0.92 167.21 24 7.75

2018년(b) 7.16 139.59 30.78 0.92 178.45 22.6 6.82

※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직전년도 매립지 평균 반입무게를 적용한 24톤 암롤트럭의 적재량을 24톤 암롤

트럭의 최대 적재량인 24톤으로 적용 한 바, 변경된 노선으로 운반하는 것이 2018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에 비해 운반효율이 0.93㎥/hr 증가하여 운반비가 “톤”당 1,550원

줄어든 15,340원/톤으로 산출되어 [표 7]과 같이 노선변경으로 15,488천 원이 부당하게

과다계상 되었으며

설계변경하지 않은 20,000톤에 대하여도 암롤트럭의 최대 적재량으로 직전년도 평균

반입무게 대신 실제 최대적재량 24톤을 적용하여 재 계산해 본 바 [표 7]과 같이 19,653

천 원의 예산이 과다계상 되는 등 2018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에서 총 35,141

천 원이 과다계상 된 상태로 용역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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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8년 최대적재량 과소적용 및 노선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현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규격 수량
(톤)

준공금액(a) 재산출(b) 예산낭비
(a-b)단가 금 액 단가 금 액

계 35,141

운반비
수도권매립지 20,000 16.9 337,817 15.9 318,164 19,653

인천-재활용업체 10,000 16.9 168,883 15.3 153,395 15,488

관계기관 의견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모두 인정하면서, 2019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진행중인 2018년 바닥재

(소각재) 수집･운반 용역에서 노선변경을 통해 과다지급 된 15,488천 원은 설계 변경

하여 감액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전(前) 수탁자 ‘바’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수탁업체가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감사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강남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진행중인 2018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에서 노선변경으로 과다

계상 된 15,488천 원을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원가계산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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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심사 부적정으로 수탁자의 예산낭비 초래

관 계 기 관 재무국(계약심사과),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노원 및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후 남은 바닥재(소각재)를 수도권

매립지로 매립 처분하기 위해 소속 직원이 ‘바닥재(소각재) 수집･운반용역’(이하 ‘바닥재 운반

용역’이라 한다.)을 설계하고

설계가 완료된 바닥재 운반용역의 사업비가 2억 원 이상일 경우 발주 전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 제5조에 따라 재무국 계약심사과(이하 ‘계약심사과’라 한다.)로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를 통해 심사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심사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계약

심사 후 심사의뢰 부서인 자원순환과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자원순환과에서는

발주부서인 노원･강남자원회수시설로 심사결과와 함께 바닥재 운반용역을 시행하도록

승인 통보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6조에 따르면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

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규칙 제7조에 따르면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에서는 계약심사결과 통보 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발주부서에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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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계약심사 부적정

노원자원회수시설(‘자’ 주식회사)에서는 2017년 발주 예정인 ‘바닥재 운반용역’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을 심사받기 위하여 2017.2.21. 자원순환과를 통해 계약심사과로

계약심사를 요청 하였고

계약심사과에서는 [표 1]과 같이 계약심사 후 2017.3.2. 심사의뢰 부서인 자원

순환과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자원순환과에서는 2017.3.6.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위 용역의 심사결과와 함께 2017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을 시행하도록 승인 통보 하였다.

[표 1] 2017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계약심사 현황
(단위: 천원)

용역명 수량(톤) 요청금액 결과금액 절감액 결과통보일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소각재) 수집
운반용역

31,400 643,386 609,136 34,250 2017.3.2

① 유류비 산출을 위한 운반시간 계산에서 적하시간 미공제

2017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8장 기계화시공, 8-1 기계화시공 적용기준, 3. 운반 및

수송, 사. 운반기계의 유류산정에 따르면 트럭 등으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계산식 1]과 같이 적재 또는 적하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적재 또는

적하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유류만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계산식 1]

･ 유류비(재료비) 산출용 운반시간 = 총 운반시간 – 적재 또는 적하시간
※ 단, 적재 또는 적하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에만 해당 함

그리고 위 표준품셈 8-10 덤프트럭 4. 적하시간에 따르면 적하시간은 적재한 토량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포함된다.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7년에 ‘바닥재 운반용역’의 용역원가 산출을 위한 총

운반시간을 산출하면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8장 기계화시공 8-7 로더 편을 참조하여

적재시간은 7.77분으로 적용하였고, [계산식 2]와 같이 직전년도 통합계량대 진입 후

진출까지 소요되는 시간에서 통합계량대에서 매립장까지의 왕복 운행시간을 제외한

20.8분을 당해연도 적하시간으로 적용하였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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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2]

적하시간 = (통합계량대 진출시간 - 진입시간) - (통합계량대 ~ 매립장 왕복 운행시간)

그러나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7년 바닥재 운반용역의 유류비(이하 ‘재료비’라 한다)

산출을 위한 운반시간을 산출하면서 10분을 초과한 적하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10분

미만인 적재시간을 총 운반시간에서 제외한 채로 재료비를 산출하여 계약심사를

요청(자원순환과, ’17.2.21) 하였다.

그런데 계약심사과에서는 10분 미만인 적재시간을 총 운반시간에서 공제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제외한 적재시간을 총 운반시간에 다시 반영

하였으면서도 10분을 초과한 적하시간은 총 운반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아[표 2]와 같이

“톤”당 740원의 재료비([계산식 3] 참조)를 과다산출 하는 등

[표 2] 노원자원회수시설 재료비 변경현황
(단위: 원/톤, 제경비 미포함)

구분 계약심사 요청 계약심사결과(a) 적하시간 제외(b) 재료비 과다산출(a-b)

2017년 5,730 5,992 5,252 740

[계산식 3]
･ 적하시간 10분 초과시 재료비(원/㎥)

= {재료비(원/hr) / 운반효율(㎥/hr)} × (총 운반시간 – 적하시간) / 총 운반시간

[표 3]과 같이 부적정한 계약심사로 30,932천 원의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었으나

계약심사과에서는 심사결과를 그대로 자원순환과(노원자원회수시설)로 통보 하였다.

[표 3] 적하시간을 운반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음에 따른 운반비 과다계상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규격 수량
(톤)

계약심사 결과 재 산출 과다계상
(a-b)단가 금액(a) 단가 금액(b)

계 609,136 578,204 30,932
운반비 수도권매립지 31,400 14.58 457,655 13.84 434,419 23,236
제경비 151,481 143,785 7,696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② 운반비 산출 시 단위환산 부적정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의 운반수량 단위를 무게 단위인

“톤”으로 설정하였으므로 [계산식 4]와 같이 적재량, 운반시간 등과 같은 단가산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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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산출한 ㎥당 운반비 단가를 바닥재의 비중인 1.05톤/㎥ 로 나누기 하여 톤당 운반비

단가로 환산한 후 운반수량(톤)을 곱하기 하여 운반비 단가를 15,395원/톤으로 산출하고

계약심사과로 심사요청 하였다.

[계산식 4]

･ 운반비(원) = {운반비 단가(원/㎥) / 비중(톤/㎥)} × 운반수량(톤) = 운반비 단가(원/톤) × 운반수량(톤)

그리고 계약심사과에서는 위 용역의 사업비 적정성을 심사하면서 유류비와 차량가격 등

수정된 단가산출 자료를 적용하여 운반비를 14,575원/㎥로 ㎥당 단가로 재산출 하였다.

그런데 심사 요청한 설계내역에 반영된 수량은 무게 단위인 톤이므로 계약심사과

에서는 위에서 산출한 ㎥당 단가를 비중(1.05톤/㎥)으로 나누기 하여야 하나 나누기 하지

않고 ㎥당 단가를 그대로 톤당 단가로 적용함으로써 [표 4]와 같이 27,500천 원을

과다계상한 심사결과를 자원순환과(노원자원회수시설)로 통보 하였다.

[표 4] 단위환산 부적정으로 이한 바닥재 운반비 과다계상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규격 수량
(톤)

계약심사 결과 재 산출
비고
(a-b)단가 금액(a) 단가 금액(b)

계 609,136 581,636 27,500

운반비
수도권매립지

31,400 14.6 457,655 13.9 436,994

제경비 151,481 144,642 6,839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수량은 계약심사 수량 기준
※ 산출된 단가 13.2천 원에 ①의 적하시간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740원을 추가시켜 13.9천 원으로 산출

③ 고속도로 통행료 미반영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7년에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와 연계된 인터넷 싸이트

(Daum.net)를 활용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장곡교차로를

거쳐 수도권매립지로 바닥재를 운반하는 것으로 운반노선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산출하면서 운반노선을 계획과 달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거쳐 수도권매립지로 바닥재를 운반하는 것으로 하여 왕복 23,200[원/회]의 고속도로

통행료(운반무게 “톤”당 958원, 부가세 해당금액 제외)를 반영함으로써 총 40,029

천 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영하고는 그대로 계약심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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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계약심사과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 운반노선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영한 고속도로 통행료 전부를 운반비에서 제외시킨 계약심사 결과를

자원순환과(노원자원회수시설)로 통보하였다.

이에 당초 계획과 같이 장곡교차로를 거쳐 수도권매립지로 바닥재를 운반하는 것으로 고속

도로 통행료를 산출해본 바, 해당 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왕복 6,000[원/회]의 고속도로

통행료(운반무게 “톤”당 244원, 부가세 해당금액 제외)가 발생하여

계약심사된 사업비는 [표 5]와 같이 10,197천 원의 용역비가 과소계상 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심사과에서는 ①~③으로 인해 총 48,235천 원의 예산을 과다계상 한

상태로 계약심사 결과를 자원순환과(노원자원회수시설)로 통보 하였다.

[표 5] 고속도로 통행료 미반영으로 운반비 과소계상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규격 수량
(톤)

계약심사 결과 재 산출 과다계상
(a-b)단가 금액(a) 단가 금액(b)

계 - 10,197 -10,197

통행료 장곡교차로 31,400 - - 0.244 7,662

제경비 - 2,535 -2,535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발주부서인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 ①~③과 같이 부적정한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 받고도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발주 및 계약하였고, 용역 시행 과정에서 바닥재

발생량이 계획한 31,400톤 보다 5,178톤 줄어든 26,222톤만 발생함으로써

[표 6]과 같이 35,630천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표 6] 계약심사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현황
(단위: 천 원, 제경비 포함)

구분 규격 수량
(톤)

준공금액 재 산출 예산낭비
금액(a-b)단가 금액(a) 단가 금액(b)

계 469,173 433,543 35,630

운반비 수도권매립지 26,222 13.4 352,581 12.4 325,730 26,851

제경비 116,592 107,813 8,779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수량은 준공수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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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계약심사 부적정

강남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서는 2017, 2018년 발주 예정인 ‘바닥재 운반용역’의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을 심사받기 위하여 [표 7]과 같이 자원순환과를 통해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였고

계약심사과에서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계약심사 후

심사의뢰 부서인 자원순환과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자원순환과에서는 강남자원

회수시설에 위 용역의 심사결과와 함께 바닥재 수집･운반용역을 시행하도록 승인 통보

(2017.3.17. 2017.12.28.) 하였다.

[표 7]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계약심사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용역명 심사 요청일 수량(톤) 요청금액 결과금액 절감액 결과통보일

2017 바닥재 수집･
운반 용역 2017.03.07. 26,700 493,000 487,575 5,425 2017.3.16

2018 바닥재(소각재)
수집운반용역 2017.12.22 33,700 677,700 660,500 17,200 2017.12.26

건설공사 표준품셈(2017, 2018) 제8장 기계화시공, 8-1 기계화시공 적용

기준, 3. 운반 및 수송, 사. 운반기계의 유류산정에 따르면 트럭 등으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재 또는 적하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적재 또는 적하시간을

제외한 시간의 유류만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계산식 1] 참조)

그리고 위 표준품셈 8-10 덤프트럭 4. 적하시간에 따르면 적하시간은 적재한 토량을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포함된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7, 2018년 ‘바닥재 운반용역’의 용역원가 산출을 위한

총 운반시간을 산출하면서 적재시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8장 기계화시공 8-5 굴삭기 편을

참조하여 2017년 7.21분, 2018년 7.16분으로 산출하였고

적하시간은 전술한 1)의 [계산식 2]와 같이 직전년도 통합계량대 진입 후 진출까지

소요되는 시간에서 통합계량대에서 매립장까지의 왕복 운행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당해연도

적하시간으로 적용하여 2017년 21.93분, 2018년 30.78분으로 산출하였다.

그러나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운반기계의 재료비 산정을 위한 운반시간을 산출

하면서는 10분을 초과하여 제외 대상인 적하시간 뿐만 아니라 10분 미만으로 제외 대상이

아닌 적재시간까지 모두 총 운반시간에서 제외(총 운반시간 - <적재시간+적하시간>)하여

[표 8]과 같이 재료비를 산출한 채로 계약심사를 요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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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강남자원회수시설 적재 및 적하시간, 계약심사 요청 재료비 현황
(단위: 분)

구분 적재시간 적하시간 적재+적하 제외 계약심사 요청 재료비(원/톤)

2017년 7.21 21.93 29.14 4,795

2018년 7.16 30.78 37.94 4,870

그런데 계약심사과에서는 적재시간과 적하시간을 제외한 것은 수식오류라고 지적(2018년)

하고는 적재시간과 적하시간 모두를 총 운반시간에 다시 반영하여 재료비를 산출함으로써

10분을 초과하여 재료비 산출을 위한 운반시간 산출에서 제외 대상인 적하시간도 총 운반

시간에 다시 반영되어 [표 9]와 같이 재료비가 과다산출 되는 등

[표 9] 강남자원회수시설 재료비 변경현황
(단위: 원/톤, 제경비 미포함)

구분 계약심사 요청 계약심사결과(a) 적하시간 만 제외(b) 재료비 과다산출(a-b)

2017년 4,795 5,633 4,909 724

2018년 4,870 6,048 5,004 1,044

※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표 10]과 같이 부적정한 계약심사로 2년간 72,275천 원의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었으나 계약심사과에서는 심사결과를 그대로 자원순환과(강남자원회수시설)로 통보 하였다.

[표 10]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 소각재 운반비 과다계상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규격 수량
(톤)

계약심사 결과 재 산출 과다계상
(a-b)단가 금액(a) 단가 금액(b)

계 72,275

2017년

운반비 수도권
매립지

26,700 13.7 366,324 13.0 347,153

제경비 121,251 114,902

소계 487,575 462,055 25,520

2018년

운반비 수도권매
립지

33,700 14.7 496,300 13.7 461,117

제경비 164,200 152,628

소계 660,500 613,745 46,755

※ 출처: 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발주부서인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위와 같이 부적정하게 심사된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 받고도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발주 및 계약하고는 준공 전 실제 운반수량에

대한 수량정산만 시행함으로써 [표 11]과 같이 2017년에 18,954천 원의 예산이 낭비

되었고, 2018년에는 23,998천 원의 예산이 과다계상 된 채로 용역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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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계약심사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현황

(단위: 천 원, 제경비 포함)

구분 규격 수량
(톤)

준공금액 재 산출 예산낭비
금액(a-b)단가 금액(a) 단가 금액(b)

계 42,952

2017년 수도권

매립지

22,348 17.9 398,916 17.0 379,962 18,954

2018년 30,000 16.9 506,700 16.1 482,702 23,998

※ 출처: 강남자원회수시설 제출자료 재구성, 2018년 수량은 계약수량 기준

관계기관 의견

계약심사과에서는 금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위 용역에 대한 심사가 심사

업무가 집중되는 2~4월에 이루어져 심사자들이 과중한 심사업무로 인해 정확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심사를

하지 못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으나

계약심사는 발주행위가 아니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하였으나 이견제시가 없었고, 심사결과 통보 후에도 의견 제출이나 재심사 요청

없이 심사결과를 수용하였으며

2017, 2018년 계약심사 결과로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34,250천 원을

절감하였고,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22,625천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을 감안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6장에 따르면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심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 없이 심사업무를 수행한 것은 그 자체가

심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발주부서의 의견 제출이나 재심사 요청이 없었다고

하여 심사부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금회 감사 지적은 계약심사 요청금액 대비 예산이 과다지출 되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2년간 계약심사과의 부적정한 심사로 인해 집행되지 말았어야 할

예산이 집행된 사항을 지적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 9 -

조치할 사항

재무국장(계약심사과)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계약심사 업무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노원 및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바닥재(소각재) 수집･운반용역 등 자원회수시설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 계약심사

완료된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적정성 검토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설계 및 발주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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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부적정(노원)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소각 후 남은 바닥재를 수도권매립지로 매립 처분하기 위해

소속 직원이 수집･운반용역을 설계 및 발주하여 [표 1]과 같이 매년 폐기물 수집･운반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바닥재 수집･운반용역 계약 현황

연도 용역명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천원)

준공금액
(천원)

용역기간 비고

2015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소각재)수집운반용역 ‘더’ 개발(주) 264,660 463,155 2015.4.27.~

2016.6.26.

‘자’ 주식회사2016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소각재)수집운반용역 ‘더’ 개발(주) 200,508 300,762 2016.6.22.~

2017.3.31.

2017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소각재)수집운반용역 ‘더’ 개발(주) 561,840 722,877 2017.3.27.~

2018.5.15.

2018 노원자원회수시설 바닥재
(소각재)수집운반용역 ‘더’ 개발(주) 291,555 291,555 2018.5.11.~

2018.12.31 주식회사 ‘A’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1조(위탁

운영비용 집행)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과 ｢지방

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적정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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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2015~2018년 간 바닥재(소각재) 수집·운반용역을

입찰 공고하면서 최대적재량이 20톤 이상인 바닥재(소각재) 수집․운반용 암롤트럭을 3대

이상 보유하고 적재함 40개 이상을 보유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였다.

그런데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노원자원회수시설과 바닥재(소각재) 수집·운반용역을

계약하여 수행하고 있는 ‘더’ 개발(주)의 차량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해 본 바

[표 2]와 같이 ‘더’ 개발(주)는 2015~ 2018년 기간 동안 최대적재량 20톤 이상인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더’ 개발(주) 차량 보유현황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차종 총중량

(kg)
최대적재량

(kg)
개조내역

(신고내역 기준)

○○너○○○○ 한국토미24톤 카고트럭 대형화물 35,480 19,500 암롤로 구조변경
(2007.8.10.)

★★도★★★★ 현대15톤암롤트럭(터보) 대형화물 30,870 15,000 매연여과장치 부착
(2005.10.4.)

☆☆머☆☆☆☆ 그랜토암롤트럭 대형화물 24,650 11,500 -

※ 출처: 2015~2018년 ‘더’ 개발(주) 자동차 등록증(노원자원회수시설 제출) 재구성

그러나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더’ 개발을 2015년 이후 현재

까지 4년간 바닥재(소각재) 수집․운반 용역의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하고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2) 계약업무 소홀로 환경설비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 초래

또한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후 배출되는 연소가스의

배출물질농도를 측정하는 환경측정설비(소각공정용 측정설비, 굴뚝자동측정설비, 다이

옥신 시료채취 장치)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 유지와 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표 3]과 같이 연간단가 계약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표 3] 환경측정설비 유지관리용역 계약현황 (단위: 천 원)

년도 계약상대자 계약일 계약기간 총용역비 비고

2015

‘서’ 기술

15.5.11 15.5.11 ~ 16.7.6 42,273

2016 16.7.4 16.7.4 ~ 17.4.6 34,501
2017 17.3.30 17.3.30 ~ 18.8.19 53,240

2018 주식회사 ‘C’ 18.8.14 18.8.27 ~ 18.12.31 21,021 18.9.14
계약포기

2018 ‘어’ 기술(주) 18.9.21 18.9.27 ~ 18.12.31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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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18.8.3. ‘18년 환경측정설비 유지관리용역’을

입찰공고하고, ‘18.8.9. 주식회사 ‘C’를 낙찰자로 결정1)하여, ’18.8.14. 계약체결

(계약금액 21,021천원, 계약기간 ‘18.8.27~’18.12.31)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0조의 2(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

6호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용역의 입찰공고문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용역에 투입할

보유인력의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명시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

로부터 기술자 보유현황과 기술자 등급 등 용역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용역 수행

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후 10일이 지난

‘18.8.24.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관련서류(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등기부 등본, 지

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제출받은 계약관련 서류에서도 입찰 공고문에 제시한 보유인력의 기술자 등급 및

보유인력 현황은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18.9.14. 계약상대자의 기술자 보유인력 부족으로

용역이행이 불가함을 알고 계약포기각서를 제출받았다.

그로인해 차기 계약상대자 (‘어’ 기술(주))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1개월

(‘18.8.27~’18.9.27) 동안 시설 내 환경측정설비의 유지관리를 못하는 등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내 환경측정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1)에 대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현 바닥재 운반용역의 계약업체인 ‘더’ 개발(주)는

항상 연평균 22톤 이상을 운반하고 있으며 과적단속에 적발된 적도 없어 당연히 20톤

이상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들을 보유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자동차 등록증 상의 최대 적재량은 일반차량을 암롤트럭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총 중량이 증가하면서 형식적인 총 적재량이 줄어든 것이므로 ‘더’ 개발(주)

에서 보유한 차량이 입찰참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1)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보유인력(본 용역 투입인원)의 기술자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 인력(본 용역 투입인원)의 수는 중급기술자 1인 이상 및 초급기술자 1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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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동차 등록증 상에 기재된 차량의 총 중량은 차량 자체 무게와 최대

적재량을 합한 무게로 변할 수 없는 고유 값이므로 차량이 개조되어 차량 자체 무게가

증가할 경우 자연적으로 최대 적재량은 줄어들게 되고, 해당 차량에 줄어든 적재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하도록 요구 할 수 없으므로 위 판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며,

2)에 대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에 이 용역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용역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확인이 소홀한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의견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노원자원회수시설(주식회사 ‘A’)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업무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또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여

환경설비 유지관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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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비산재 톤백의 물품검사 소홀 (노원)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노원자원회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주식회사 ‘A’(‘18.2.1, 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과 3년 동안

(’18.2.1~’21.1.31)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수탁기관에서는「서울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3조(위탁범위)에 따라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유지관리와 보수 및 자원회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관리와 일반사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인 비산재가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지정폐기물로서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폐기물 처리 시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벌크 컨테이너 백

(이하 “비산재 톤백”이라 한다)에 담아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18년에는 ‘저’ 에이

(계약금액 64,190천원, 수량 7,000장)와 계약 체결하는 등 15년부터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비산재 톤백을 구매 하였다.

[표 1] 비산재 톤백 구매 현황 (단위: 천원)

년도 계약기간
계약
수량

계약
금액

단가
(원)

계약
업체

구매
수량

사용
수량

잔량 비고

2015
2015.3.20

~
2015.12.31

5,000 60,000 12,000 ‘처’ 산업 1,000 6,441 5,034

직접생산확인
증명 업체로 제한
(2411150301
폴리프로필렌포대)

2016
2016.8.10

~
2016.12.31

1,800 16,850 9,361 ‘커’ 물산 3,100 7,912 222 직접생산확인
증명 업체로 제한
(2411150301
폴리프로필렌포대)2017

2017.1.1~
2017.2.28

2,800 26,210 9,361 ‘커’ 물산 1,500 6,3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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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물품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하여야 하고,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설에서는 시설 운영 중 필요한 물품 구매 시 납품되는 물품을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 계약이행 내용에 맞는 물품인지,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 중(‘18.11.13.~’18.11.14) 비산재 톤백이 계약내용에

따라 적합한 물품으로 납품되었는지를 현장 확인해 본 바,

비산재 톤백 계약 시 구매 사양서의 제품규격 및 제작방법에 “톤백 내부에는

비닐의 내피가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고, 톤백 마대 표면 및 재봉선은 조밀한

구조로 제작되어 내부의 내용물이 외부로 새오나오지 않아야 하고 포장․운반․적재

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로 배출되어서는 안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시설에서 배출되는 비산재는「폐기물관리법」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이므로

수집․운반․최종처리까지 외부로 날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시설 공장동 비산재 작업장의 비산재 싸이로(저장소)에서 비산재를 톤백에 포장

하는 과정에서 톤백 내부에 있는 비닐 내피가 싸이로에서 떨어지는 비산재 무게로

인해 바닥에 깔림으로 비산재가 외부로 날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었다.

2017.3.28
~

2017.12.31
7,000 63,190 9,027 ‘터’ 앤코 6,400

물품분류번호
(2411150501
벌크컨테이너백)로

등록한 업체

2018
2018.4.10

~
2018.12.31

7,000 64,190 9,170 ‘저’ 에이 4,000 5,149 666

물품분류번호
(2411150501
벌크컨테이너백)로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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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담당자는 감사에 지적되기 전까지 비산재 포장용

톤백이 구매사양서의 제작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등 비산재 톤백의 물품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시설에서는 비산재 톤백 검수 시 업체에서 제출한 샘플 톤백 및 자체성적서와

시설에서 공인기관(FITI 시험연구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의 결과가 모두 구매

사양서에 제시된 시험항목(인장강도, 인장신도, 인열강도, 파열강도, 꿰뚫림 강도)에 충족

되어 적정한 제품이 납품된 것으로 판단하고 검사 및 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실제

포장 시 내피인 비닐이 고정되지 않은 채 바닥에 깔림으로 내용물인 비산재가 외부로

날림 현상이 있는지는 ‘18.11월 감사 시까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업체와 협의하여 향후 납품할 제품은 외피와 내피가 고정되도록 제작

하여 비산재가 외부로 날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는

- 노원자원회수시설(주식회사 ‘A’)에 대하여, 향후 비산재 톤백 등 물품

납품 시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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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함)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서울

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민간사업자와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있다.

[표 1] 자원회수시설 위·수탁 현황 (단위:백 만원)

구 분 수탁자 관리기간 협약금액 비 고

강남자원회수시설 ‘가’ 주식회사 2017.4.1~2020.3.31 13,962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서울시)은

주민지원협의체가(이하 “지원협의체”라고 한다)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고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

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마’ 협의체에서는 2018.8.7. 지역주민 7명을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주민

감시요원으로 추천(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원 위촉 요청, ‘마’협의체-2018062)

하였고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에서는 2018.8.21. ‘마’ 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위촉결과를 ‘마’협의체로 통보(자원순환과-13359)

하였다.

따라서, ‘마’협의체가 추천하여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처리

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반입된 폐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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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제출한「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

제4조에는 폐기물 반입·처리과정에 대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탁자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제9조에는 수탁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사규 내용 중 취업규칙의 ‘퇴직

및 해고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감시요원으로부터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받아야 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오히려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게 하는 등 주민감시요원의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에서는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수탁업무에 포함한 것일 뿐 주민감시요원의 본래 활동을 제약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 등을 정하여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 주민감시

요원에 대한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수탁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감시요원을 수탁기관이 감독하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는 위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강남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민감시요원의 감시활동이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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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시정요구 및 주의요구

제 목 민간위탁비 원가계산 과다산출로 인한 예산낭비

관 계 기 관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내 용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바”

주식회사(협약체결일: ’13.12.31, 위탁기간 ’14.1.1~’17.3.31) 및 “가” 주식회사(협약체

결일: ’17.3.31, 위탁기간 ’17.4.1~’21.3.31, 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와 3년 동안의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위·수탁 운영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제3조(위탁범위)에 따라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유지관리와 보수 및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관리와 일반사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이 ’13.12.31, ’17.3.31. 종료됨에 따라

차기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각각 ’13.6월, ’16.8월에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표 1]과 같이 ‘바’ 주식회사 및 ‘가’주식회사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표 1]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등 현황 (단위: 백만원)

협약

체결일
위탁기간

선정방침

수립일

계약

방법

공고시

기초금액

낙찰

금액

낙찰율

(%)

협약금액

(비정산비)
위탁사업자

’13.12.31
’14.1.1 ~
‘17.3.31

’13.06.21

협상

13,951 12,172 87.242 11,828 ‘바’ 주식회사

’17.3.31
’17.4.1~
’20.3.31

’16.08.25 17,180 15,075 87.745 13,963 ‘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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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11.5.25., 이하 “산출지침”

이라 한다)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위탁비용(용역비)를 산출할 때 반입장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원순환과 ’14년 ‘강남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의 5. 가격제안서 작성요령(P22)에 따르면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운영

인력배치계획에서 제안한 인원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산업공장 적용,

’13.1.1)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산출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14년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용역비 원가계산 시

반입장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환경부의 산출지침에 따라 일용직 수준(정부노임단가,

시급 6,245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인 초급숙련기술자 수준

(시급 7,646원)을 적용하여 위탁기간 3년간(’14.1.1.~’17.3.31) 인건비 24,254천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또한 ’17년 강남자원회수시설 재위탁을 위한 용역비 원가계산 시 기타경비로 시설

반입장 내에서 사용할 청소장비 임대료 7,20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에서는 습식

탑승식 청소차를 기 구매(계약일 ’13.12.26. 계약금액 17,302천원, 계약업체 ‘퍼’ 상역)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청소장비를 임대할 필요가 없음에도 청소장비 임대료를 계상하여

위탁기간 3년간(’17.4.1~’21.3.31) 기타경비 21,600천 원을 과다 산출하는 등

[표 2]와 같이 총 45,254천 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2] 민간위탁용역비 과다 산출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년도 항목
과다산출 현황

내역 비고
당 초 정 상 차 액

계 107,676 61,822 45,854

강남

2014 인건비
(반입장) 86,076 61,822 24,254 반입장 1명

2017 기타경비
(청소장비 임대) 21,600 0 21,600 습식 탑승식 청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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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이와 관련하여 자원순환과에서는 ‘14년 반입장 인건비는 환경부 산출지침에 소각시설의

용량 및 설치기수, 운전여건 등의 조건에 따라 구성인원을 증감시킨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설 여건 상 반입장에 상주근무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 정비팀 근무배치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력을 갖춘 초급 기술 인력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반입장 인건비는 자원순환과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운영인력배치계획에 이미

반입장 인력을 1명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의 산출내역서 작성시에는 이 운영

인력배치계획에 의거하여 운영인력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라고 안내되어

있음에도 다른 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청소장비 임대료 과다산출과 관련하여 계약심사과의 위탁비용 심사 시

포괄적으로 청소비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비용은 반입장 청소에 필요한

청소장비 임대료를 말하는 것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주장하는 포괄적인 일반 청소비용은

시설에서 정산비로 자원순환과로 지급요청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비 산출 시 불필요한

항목의 계상에 대해 「협약서」제10조 3항 3호(위탁운영비의 지급)에 따라

협약 후에라도 위․수탁 기관 간 상호 합의하여 운영비용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감사

지적 현재까지 계약금액 감액 및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기후환경본부장(자원순환과)은

- 민간위탁비 원가계산 시 관련 지침(환경부 운영비 산출지침 또는 자체기준)을

준수하여 과다산출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강남자원회수시설(‘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년 과다 산출된 민간위탁

비용 21,600천 원은 위·수탁 협약서 제10조 제3항 제3호(위탁운영비의 지급)에

따라 변경 계약(감액)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