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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감사실시 개요

1.감사배경 목

m 도로(보·차도)포장 등의 시공 안 리 실태를 감사를 통해 교통사고

등 안 사고를 방하고 공사의 품질과 도로의 사용성을 증진코자 함

2.추진내용

m 감사 상 :안 총 실(.보도환경개선과1),도로 리과),동부도로사업소,

부공원녹지사업소,서 문구청,동작구청

m 감사기간 :2018.7.18.~ 10.5.(기간 25일)

m 감사인원 :안 감사2 장 외 4명

m 감사범 :2015.1.1.부터 처리한 도로 포장 련 공사·용역·

물품구매 업무 체

3.감사

m 차도 보도 포장공사의 정 시공과 품질 리의 정여부

m 도로굴착 허가 복구체계와 공사이행의 정여부

m 도로시설물에 한 보수·보강공사의 안 품질확보 여부

4.지 사항 총
 (단 :건,천원,명)

합 계
변상
(액)

징계
(인원)

시정(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총건수2) 신분상

조치인원3)
재정상
조치 액 소계 추징

(회수) 감액 기타

34 20 18,427
1 4 2 2 9 2 18

(1) (18,427) (18,427) (19)

1)2018.11.1.조직개편,｢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2018.12.31.개정)에 따라 도시교통본부를 도시교통실로,

안 총 본부를 안 총 실로 변경으로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로 변경됨

2)총 건수는 처분요구 등의 유형별 조치한 총 건수

3)조치인원은 징계,주의,고발과 련된 인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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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종류 지 내용 조치사항 비고

01 배합 부 정,아스팔트
혼합물 납품·시공(6p)

통보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아스팔트
(AP)함량 부족 과다하게 배
합·납품,시공된 원인을 규명하고
기 미달정도 등을 감안 재시공
등 조치

-검수 소홀 등 공사감독자(건설사
업 리용역업자)벌 부과

-야간 특별기동 검 등 책 강구

-원인규명 등을 한 TF
구성(‘19.1.29.)하여 재

시공 등 조치방안 마련

-‘19.4.2.벌 부과 통보 일부완료

(이행 )

02
부 품 자재(아스팔
트혼합물) 납품·시공
(14p)

통보 -부 품(골재의 규격미달 등)아
스팔트혼합물 납품자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 조치요구(조달청장)

-부 품 아스팔트혼합물 납품‧시
공에 해 계약상 자 부담으로
재시공 등 조치

-‘19.5.16.조달청에 납품자
제재(확인)요구

-조달청( 련내용 확인 )
처리결과에 따라 재시공
등 조치 정

이행

03
소성변형 발생에 따른 특
정구간 공용성 등 용
기 마련 필요(20p)

시정요구

통보

-기후변화 등 소성변형 발생원인
별·구간별 공용성등 세부 용
기 마련 검토

-소성변형 발생원인 등을 규명하
여 그 결과에 따라 재시공

-소성변형 등 발생원인 규
명을 한 TF 구성
(‘19.1.29.)하여 세부 용
기 마련 검토

-문가자문등결과에따라
재시공 는 하자조치 정

이행

04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품 용
부 정(27p)

개선요구

통보

-“동작구청 건설공사 설계기 ”의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용
세부기 제시 단가가 조정되
도록 “동작구청 설계기 ”개선

-자치구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
트 포장복구 공종에 한 설계
가를 서울표 품셈에 반 방안
검토

-2019년도 동작구 설계기
에 반 시행함

-계약심사 강화 자체교육
자치구 실무교육 실시 완료

05
보도정비공사 투수기층
미시공 공정산
부 정(32p)

시정요구

통보

-보도정비공사에서 투수기층을 공
사감독자가 임의 변경하여 혼합
기층으로 시공함( 련공무원 신
분상 조치)

-건설 기유도원 인건비를 장근
로자 노무비로 기지 하고도 산
업안 보건 리비에 포함(6,774
천원)하여 복 지 하여 회수

-품질시험 미실시한 건설기술자(
장 리인)주의

-‘19.3.14.6,774천원 납
부 통보(진행 )

- 장 리인 “주의”조치

-직원교육 지도감독업무
철 지시

- 련공무원 신분상 조치
진행

일부완료
(이행 )

Ⅱ.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조치 황

□ 처분요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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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보도정비공사 자재구매
포장기층 시공 부 정

(40p)

시정요구

통보

-계약내용과 다르게 불투수 포장
으로 변경 발주하고 이후 불투수
기층에 부 합한 고가의 투수블
록으로 변경 시공

-공사구간 3개소에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소형고압블
록 조각 100㎜ 골재 등 부
합 자재로 시공하고 부직포
기층을 미시공하여 부실시공된
구간은 보완 재시공

-시공자 벌 부과

-‘19.3.29.재시공 완료

-직원교육 지도 감독업
무 철 지시

-‘19.5.9.부실벌 부과

완료

07
보도블럭의
미끄럼 항기 미달자재
사용 등(45p)

통보 -보도정비공사 사용블록은 미끄럼

항기 의 품질시험값을 확인하

여 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투수

기층 골재 품질확인에 한 자재

공 원 승인 차,품질시험 실시

- 련자 교육 등 감독업무 철

-자치구 ‘찾아가는 보도교
육’(서울시)을 통해 직원교
육 실시

-직원교육 지도감독업무
철 지시

완료

08 도막형바닥재 구매·설치부 정(53p)

주의요구

통보

-도막형바닥재가 차도에 설치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지도‧감독업

무 철

- 사업소와 자치구에 성능이 검

증된 제품을 차도에 설치토록 통

보

-도막형바닥재의 측구 사용가능여

부와 시공상 문제 안 성을

검토 확인하여 자치구 사

업소에 조치 통보

-각 사업소 자치구에
련규정 수 통보

-‘19.3.6. 자치구 사
업소에 측구 용 철지
않다고 단하여 사용제한
통보 완료

09
노후탄성포장 설치비의
검사 부 정
과다계상(62p)

시정요구 -계약내역서의 재료비(코르크 포

설 다짐)11,647천원이

복 계상되어 회수

-‘19.4.4.환수 (11,647천

원)납부

-‘19.3.19.직원교육실시

완료

10
노후 탄성포장정비공사

시공·검측 부 정(65p)

통보 -칼라아스콘 삭 두께를 미달되

게 삭하여 재시공

-시공자( 장 리인)주의조치

-‘19.3.8.건설기술자( 장

리인)’주의‘조치 통보 완료

11
맨홀정비공사 신기술활용

심의 원회 심의사항 미

반 발주 등(68p)

통보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원회 심의

사항을 반 한 시방서를 계약문

서에 포함하고

-완성된 목 물의 품질시험 실시,

신기술보유자와 사용 약을 직

체결하여 공사 시행토록 직원 교

육,지도‧감독업무 철

-품질시험 미실시한 건설기술자(

장 리인)에게 주의조치

-심의사항을 계약서에 포함
하고 공사완료 후 품질시
험실시 직원교육 실시

-건설기술자 주의 조치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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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맨홀정비공사 발주·시행

련 지도·감독업무 소홀

(73p)

통보 -도로사업소에 건설신기술활용심

의 원회 심의사항을 계약문서에

포함하고

-불량맨홀 정비공사에서 맨홀 품

질시험 실시,맨홀정비 실 등

시스템 입력,상태평가 기 숙

지 등 부실하게 품질‧시공 리

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지도‧감

독업무 철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원회
심의사항을 포함한 맨홀정
비 신기술공법별 특별시방
서 배부 용토록 통보
(각 사업소,자치구,상수도사
업본부,재난 응과,서울시설
공단)

완료

13
도로포장 등 건설공사 품

질 리 부 정(78p)

주의요구 -공사설계‧시행 시 품질 리(시

험)계획 수립,승인 차 이행,품

질시험 검사 실시,품질 리

비의 공사비 반 ‧설계 발주

토록 하여 부실한 품질‧시공 리

가 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설계‧

감독자 교육 지도‧감독업무

철

-‘18.12.12., ’19.3.20.
품질 리(시험)계획 승인
처리 등에 해 직원교육
실시

-직원교육 지도감독업무
철 지시

완료

14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하자 리 부 정(82p)

주의요구 -하자발생사항 수조사,하자보

수계획 수립‧제출,보수계획(공

법) 정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

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공사

이행 통지하여 재하자가 발생되

지 않도록 공사감독자 등에 교육

실시,지도‧감독업무 철

-‘18.12.3. 시공자로부터
하자보수계획 수립․제출
받아 승인

-‘18.12.12. ’19.3.20.
품질 리(시험)계획 승인
처리 등 직원교육 실시

완료

15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

구 업무 처리규칙｣개정

필요(85p)

통보

개선요구

-자치구에 도로굴착‧복구 리시스

템 확인,허가 공 검토기한

등 경과‧지연처리되지 않도록 교

육 실시하고 지도‧ 리업무 철

-도로굴착‧복구 련 자치구 임

사무 검 리·감독 강화할

수 있도록 련규칙 개선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개정 추진

․‘19.3.21.~4.10.입법
고

완료

16
교면포장공사 하자 리

업무소홀(90p)

통보 - 동3교 보수공사의 하자발생사

항 수조사,발생원인 등 하자

보수계획 수립제출,보수계획(공

법)의 정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조치

직원 교육과 지도‧감독업무

철

-‘18.10.12.시공자로부터
하자보수계획 수립․제출
받아 수 검 실시

-‘18.12.13.하자보수공사
완료

-‘19.3.20.직원교육 실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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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처분요구 제목 건 명 조치사항 비고

01
보행데크 시공(종단선

형)부 정

-보행데크를 설치하면서 종단선형을 총 17개소에

서 총 14개소로 축소 시공하여 부분 종단경사도

를 최소11.2%에서 최 약 39%로 임의 변경하

여 설치

-서울시 공공재생과와 의하여 재시공 내지 설계

변경( 재의 종단선형 존치)등을 결정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 리철

-공공재생과 의(‘19.3.22.)

정 검 실시후 공함

·기 시공되어 존치 결정

-‘19.3.19.직원교육 실시 완료

02
포장공사 하도 장

리인 변경 부 정

-하도 공사의 장 리인 변경 시 해당 직무

분야 시공 리업무가 건설기술자 배치기 에

합하지 않은데도 발주자는 별도 검토 확

인조치 없이 공문만 수한 상태로 공처리함

-향후 공사 시행 시 건설기술자배치기 에 합한

기술자 배치 발주자 확인 차를 철 히 이행

-‘19.3.19.직원교육 실시

완료

03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하자 리 부 정

-“’16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연세로 2마길

33앞 열선설치 도로정비 공사”에 발생한

하자 사항은 수조사하여 계약상 자로 하여

하자 보수계획을 수립·제출토록 하고 이에

한 보수공법 정여부를검토하여 정한

하자보수 조치

- 수조사 실시, ‘18.11.
보수방법 검토 등 보수조치
완료

-직원교육 지도감독업무
철 지시

완료

□ 지 조치사항 일람표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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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회

통 보

제 목 배합 부 정,아스팔트혼합물 납품․시공

계 기 동부도로 리사업소,안 총 실(도로 리과)

내 용

동부도로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2016년 부터 2018년 까지 포장

도로 유지보수공사 , ‘도로긴 복구공사 , 도로굴착․복구공사 등(이하 ‘이건 포

장도로 정비공사’라 한다)과 그에 따른 각각 건설사업 리용역을 아래 [표 1]과 같이

시행하고 있다.그리고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인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조

달청 제3자단가계약(이하 “자재공 자”라 한다)을 통해 자재로 구매하여 지 ·시

행하 다.

[표 1]이 건 포장도로 정비공사 발주 황

구분 공사명
공사개요
(포장면 )

시공사 건설사업 리용역

기간
계약 액
(천원)

시공사 기간
계약 액
(천원)

감리사

’16년

포장도로 4,369a 16.5.12~12..12 2,368,300 A사
16.05.09.

~12.27.
708,587 J사 외1긴 복구 605a 16.2.17.~12..22 1,529,110 B사

굴착복구 1,122a 16.2..19~12..31 3.015,020 C사

’17년

포장도로 3,276a 17.3.24~12..06 1,846,240 D사
17.04.10.

~12.31.
725,600 K사 외1긴 복구 362a 17.3.09.~12..15 1,409,530 E사

굴착복구 979a 17.3.08.~12..22 3,105,920 F사

’18년

포장도로 1,844a 18.3.26.~11.30 1,645,992 G사
18.3.23.

~12.31.
630,670 L사 외1긴 복구 144a 18.3.07.~12..20 734,832 H사

굴착복구 2,377a 18.3.07.~12..20 1,681,616 I사

이건 포장도로 정비공사의 계약도서인「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사

시방서(이하 “공사시방서”라 한다)」2.2.3(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 ),4.1(품질 리 일

반사항) 4.3(혼합물 리시험)에 따르면 아스팔트혼합물은 ｢공사시방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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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장배합설계 기 에 의한 리기 (골재 체통과 질량백분율,아스팔트 함량,

온도 등 3항목)과 [표 2-13]의 아스팔트혼합물의 리기 (변형강도,골재간극율 등 8

항목)등 총 11개 세부항목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그 아스팔트함량(이하 “AP함량”이라 한다)4)의 경우는 자재공 자가 배합설

계5)를 통해 결정한 최 AP함량을 근거로 서울시품질시험소의 선정시험6)결과

를 공사감독자가 최종 확인하여 기 을 승인하고 있으며,이후 장 납품된 아스

팔트혼합물은 리시험7)을 통해 아래 [표 2]의 아스팔트혼합물의 리기 을 만

족하는 아스팔트혼합물을 납품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리시험 결과 불합격된 시

료가 있을 경우는 자재공 자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재시험을 시행하게 하여

야 하며,재시험 결과 불합격될 경우에는 자재공 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하도

록 하여야 한다.

[표 2]시방서 [표 2-12]의 아스팔트혼합물의 리기 ( 장배합설계 결과 기 )

항 목 표층용, 간층용 기층용

아스팔트(AP)함량 ±0.3%

한편,아스팔트혼합물의 선정시험은 공 자별,아스콘 종류 규격별,골재원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자재공 자가 배합설계를 통해 결정한 최 AP함량을 근거

로 서울시품질시험소에 선정시험을 의뢰하여 AP함량 기 을 정하여야 하며,납품

된 아스팔트 혼합물은 건설사업 리기술자의 입회 하에 자재공 자(품질 리자)가

장에서 직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시품질시험소에 의뢰하여 발 받은 리시험의

시험성 서를 통해 아스팔트혼합물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발주자는 이건 포장도로 정비공사 최근 3년간 ‘포장도로 유지보수공

사’에서 시행한 도로포장(면 :9,489a,아스콘:113,634톤)의 선정시험 상은 23

건인데도 21건(약 91%)만 실시하고 2건을 락하 고, 장에 납품된 아스팔트

혼합물의 AP함량에 한 리시험 결과에서는 총 시험 상 137건 57건(약

4)아스팔트함량:아스팔트 혼합물의 체 질량에 한 아스팔트 질량의 백분율을 말한다.

5)배합설계(MixDesign):사용 정 재료를 이용하여 소정의 품질,기 치가 얻어지도록 골재의 합성입도 결정과

아스팔트 함량이나 첨가재의 양 등을 결정하는 작업을 말한다.배합설계는 실내배합설계,골재 유출량시험, 장배

합설계 등을 포함한다.일반 으로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선정시험:공사에 사용하기 에 재료와 장비가 설계 시방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시공 리에

필요한 기 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제조원 는 공 원이 바뀔 때 마다 실시한다.

7) 리시험:동일 제품일지라도 생산,운송,사용 시에 취 하는 정도에 따라 변질,변형이 생기므로 사업시행자

시공자가 KS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상태를 검․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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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 허용기 (±0.3%)내 정한 품질로 확인되고 나머지 80건(약 58%)은

AP함량이 부족(63건,최 –22.9%8))되거나 과다(17건,최 +27.1%9))하게 배합

된 아스팔트혼합물을 납품받아 시공하 다.

그리고 ‘도로긴 복구공사’에서도 최근 3년간 시행한 도로포장(면 1,111a,아

스콘 13,289톤)의 선정시험 상은 23건인데도 21건(약 91%)만 실시하고 2건을

락하 고, 장에 납품된 아스팔트혼합물의 AP함량에 한 리시험 결과에서는

총 시험 상 34건 8건(약 23.5%)만 허용기 (±0.3%)내 정한 품질로 확인

되었고,나머지 26건(약 76.5%)은 AP함량이 부족(9건,최 –11.4%10))되거나 과

다(17건,최 +9.1%11))하게 배합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납품받아 시공하 다.

한,‘도로굴착․복구공사’에서 최근 3년간 시행한 도로포장(면 4,478a,아스콘

52,773톤)의 경우는 장에 납품된 아스팔트혼합물의 AP함량이 리시험 결과

총 시험 상 43건 25건(약 58%)만 허용기 (±0.3%)내 정한 품질로 납품

되고,나머지 18건(약 42%)은 부족(12건,최 –13.0%12))되거나 과다(6건,최

+15.7%13))하게 배합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납품받아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 아스팔트혼합물의 품질 리는 재료의 품질 특성이 시공 는 생산

공정 에 해당 규정의 상한과 하한 범 내에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에 만족

하도록 품질수 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공

지침｣에서 별도 정의하고 있고, 단체표 ｢가열아스팔트혼합물(SPA- KAI0002-

F2349-5687)｣해설(11.8)에서도 품질 리는 도로포장의 지지력 내균열 항 등

도로의 포장성능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14).

그리고 안 감사옴부즈만의 기술자문결과에서도 AP함량이 과다 배합될 경우는

공극률이 낮게 되어 유동성 과다로 소성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 이

8)2017.8.29. 동 로 휘문고R포장면 64a(WC-3,770톤),선정시험(6.4%)/ 리시험(4.7%)

9) 2017.9.19.남부순환로 양재 화국앞 포장면 69a(개질CRMA,574톤),선정시험(6.7%)/ 리시험(8.9%)

10) 2017.8.29.송 로 장지역앞 포장면 28a(개질PSMA 13mm,335톤),선정시험(7.3%)/ 리시험

(6.2%)

11)2016.11.11.학동로 청담사거리 포장면 21a(개질PSMA13mm,251톤),선정시험(6.3%)/ 리시험(7.2%)

12)2018.7.5.양재 로(방이역~올림픽공원)포장면 65a(WC-3,781톤),선정시험(5.7%)/ 리시험(4.7%)

13)2017.12.14.~12.19.:양재 로(길동R)포장면 69a(WC-3,827톤),선정시험(4.8%)/ 리시험(5.9%)

14)가열아스팔트혼합물(SPS-KAI0002-F2349-5687)해설(11.8.)품질에서는,국토교통부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

법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표층의 품질 리 뿐만 아니라 기층 간층의 지지

력 강화 내균열성에 한 품질 리가 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인장강도,터 니스,침입도를 일정기 이상

을 만족하도록 강화하 다.



-9-

있는 반면,AP함량이 과소 배합될 경우는 바인더로서 부착성능이 부족하여 균열

골재 탈락과 포장 내부 수분 침투로 ‘포트홀(PotHole:포장면 임 상)’과 같은

손을 야기하므로 철 한 품질 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도로포장 리 품질개선을 해 “아스팔트 10계명

(’13.11)”,“도로함몰 특별 리 책(’14.8)”,“차도 신종합 책(’15.9)”,“도로

포장 리 마스터 랜(’17.12)”을 거쳐 2018.4월 “도로포장 유지 리기본계획”등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도시노후화 단계에 진입하는 서울시 도로포장의 리회복을

해 품질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계약 시공 , 공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세

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험 는 재료․시공 평가를 통해 기 미달시 재시공 등 행

정처분을 마련하는 등 포장도로의 품질향상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5).

따라서 자재공 자는「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1조(총칙) 「물품구매계약

품질 리 특수조건」제3조(계약상 자의 품질 리 의무)에서 정한 신의성실원칙에 입각

하여 발주청에서 선정시험을 통해 승인된 AP함량의 리기 범 (±0.3%)내에서

아스팔트혼합물을 배합․납품하여야 하고,

건설사업 리기술자(책임감리원)는 공사시방서,｢건설공사 사업 리방식 검토기

업무수행지침｣(이하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제4조(성실 청렴의무)등 련규

정에 따라 계약된 설계도서를 수하여 선정시험을 통해 결정(승인)된 AP함량 기

치를 근거로 배합된 아스팔트혼합물을 납품받아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의 품질 하

를 방 하여야할 계약상 책임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2016년 건설사업 리기술자[J사]는 이건 포장도로정비공사 [표

1]의 3건에 한 건설사업 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붙임 [별표]와 같이 공사시방

서 등에서 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AP함량에 한 선정시험에 있어 시험 상 40

건 38건만 시행되고,2건이 락되었는데도 추가 시험실시 요구를 지시하지 않

았으며, 장 납품된 아스팔트혼합물의 경우도 리시험을 통해 AP함량의 품질 리

허용기 을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99건 59건(60%)에 하여 재시험

내지 품질 개선요구 등의 조치없이 자재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하 다.

그리고 2017년 건설사업 리기술자[K사]도 이건 포장도로정비공사 [표 1]

15)안 총 본부 ｢도로포장 유지 리 기본계획 추진 시행방안｣(’18.4.4.),도시안 실 ｢아스팔트 포장공사 장

지도 검 계획｣(’12.5.8.) ｢도로포장공사 장 자체 검 계획보고｣(’18.9.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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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건에 한 건설사업 리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붙임 [별표]와 같이 공사시방서

등에서 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AP함량에 한 선정시험 상 41건 39건만

시행되고 2건이 락 되었는데도 추가 시험실시 요구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장

납품된 아스팔트혼합물의 경우도 리시험을 통해 AP함량의 품질 리 허용기 을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확인된 76건 47건(62%)에 하여 재시험 내지 품질

개선요구 등의 조치없이 자재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하 다.

2018년 건설사업 리기술자[L사]도 이건 포장도로 정비공사 [표 1]의 3건

에 한 건설사업 리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붙임 [별표]와 같이 장 납품된 아

스팔트혼합물이 리시험을 통해 AP함량의 품질 리 허용기 을 명백히 벗어난 것

으로 확인된 39건 18건(46%)에 하여 재시험 내지 품질 개선요구 등의 조

치없이 자재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 다.

그 결과 건설사업 리기술자가 최근 3년간 이 건 포장도로 정비공사에서 AP

함량의 허용기 (±0.3%)미 수 그에 따른 재시험·품질개선 요구없이 자재검수

등 리감독을 제 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붙임]과 같이 약 58%(포장도로

58%,긴 복구 76%,굴착복구 42%)에 해당되는 면 7,158a(아스콘:84,646톤)지

역에서 AP함량이 히 부족(최 –22.9%)하거나 과다(최 +27.1%)하게 배합·

납품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시공하게 하여 자재공 자16)에 한 책임(재시험 요구

재시공 등)을 이행토록 요구하지 못한 결과를 래하 으며,장래 소성변형 발생,

부착성능의 부족으로 인한 균열 골재 탈락 등 도로포장 공용수명을 단축시키는

우려를 래 하게 되었다.

따라서 건설사업 리기술자의 AP함량 허용기 (±0.3%)미 수 그에 따른

재시험·품질개선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재검수 행 등은 공사시방서 「업무수행

지침」제4조 등 련규정에 반된 것으로「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같은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제5항[별표 8.건설공사 등

의 벌 리기 )규정의 용 상에 해당한다.

16)❶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자재공 자(’16년:M사,N사,O사,P사 등 4개사,’17년:M사,O사,P사,Q사 등 4개

사,’18년:M사,O사 등 2개사),❷도로 긴 복구공사 자재공 자(’16년:O사,P사,N사 등 3개사,’17년:R사,

N사,M사,O사,P사 등 5개사,’18년:P사 1개사),❸도로 굴착복구공사 자재공 자(’16년:Q사,R사,O사,P사,N
사,M사 등 6개사,’17년:P사,R사,N사,O사,S사,M사 등 6개사,’18년:P사,O사 등 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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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의견

이에 하여 발주청인 동부도로사업소는 장 납품된 아스팔트 혼합물에 하

여 공사시방서 ‘표 2-12아스팔트혼합물의 리기 ’에 의한 AP함량은 장배합설

계 기 ±0.3%로 리하여야 하나 아스팔트혼합물의 배합설계 리기 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하여 일부 리기 을 만족하지 못한 을 인정하고,앞으로 건설사업

리기술자 련 공무원에 한 품질 리 교육을 주기 이고 반복 으로 실시

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조치할 사항

동부도로사업소장은

① 아스팔트혼합물의 납품 과정에서 AP함량이 히 부족되거나 과다하

게 배합되어 납품․시공된 것으로 확인된 포장면 (A)7,158a(아스콘:84,646톤)에

하여 공사별,납품사별, 치별 원인을 규명하고 품질기 미달정도와 실성 등

을 감안하여 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재시공 는 존치 등을 결정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AP함량 허용기 (±0.3%)미 수 그에 따른 재시험·품질개선 요구없이

자재검수 등을 하여 공사시방서 「업무수행지침」제4조 등 련규정을 반한

아래 건설사업 리용역업자(해당 건설사업 리기술자 포함)에 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에 따라 “벌 ”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벌 부과 조치

-(2.8)사용자재 합성의 검토․확인 소홀자(건설사업 리용역업자,건설사업 리기

술자)

용 역 명
건설사업 리
용역업자

건설사업 리기술자

직책 성 명 생년월일

2016년도 도로굴착복구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사업 리용역(***역)
J사 표 정

책임건설사업

리기술자
갑 ****.**.**.

2017년도 도로굴착복구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사업 리용역(**역)

K사 건축사사무소

표 무

책임건설사업

리기술자
을 ****.**.**.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건설사업 리용역(**역)
㈜L사 표 기

책임건설사업

리기술자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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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총 실장(도로 리과장)은

그동안 도로포장 품질개선을 해 “아스팔트 10계명(’13.11)”등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일선 장에서는 아스팔트혼합물의 AP함

량이 승인된 기 보다 과소 과다하게 배합·납품되는 등 품질 리가 수되지 아

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 품의 아스팔트혼합물이 납품되지 않도록 야간

특별 기동 검의 내실화 등 특단의 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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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도로포장 AP함량 품질시험 결과

구분 공사명
포장면 (a)
(아스콘량:톤)

선정시험 결과 리시험 결과
실배합․납품비율
(허용범 :±0.3%반 )

(선정vs 리최 치)

시험 상(건) 시험 상(건)

소계 실시 미실시 소계
실시

미실시정상
(범 내)

부족
(-)

과다
(+)

합계

포장도로
9,489
(113,634)

23 21 2 137 57 63 17 1 -22.9%~+27.1%

긴 복구
1.111
(13,289)

23 21 2 34 8 9 17 14 -11.4%~+9.1%

굴착복구
4,478
(52,773)

41 41 - 43 25 12 6 27 -13.0%~+15.7%

총계
15,078
(179,696)

87 83 4 214 90 84 40 42

’16년

포장도로 4,369
(52,730)

11 10 1 61 25 33 3 - -13.5%~+16.3%

긴 복구
605
(7,237)

8 7 1 18 4 - 14 4 -0.0%~+9.1%

굴착복구
1,122
(13,447)

21 21 - 20 11 7 2 15 -9.8%~+3.7%

소계 6,096
(73,414)

40 38 2 99 40 40 19 19

’17년

포장도로
3,276
(39,699)

9 8 1 46 15 26 5 1 -22.9%~+27.1%

긴 복구
362
(43,28)

14 13 1 13 3 7 3 10 -11.4%~+7.80%

굴착복구
979
(11,730)

18 18 - 17 11 3 3 12 -10.3%~+15.7%

소계
4,617
(55,757)

41 39 2 76 29 36 11 23

’18년

포장도로
1,844
(21,205)

3 3 - 30 17 4 9 - -4.1%~+8.7%

긴 복구
144
(1,724)

1 1 - 3 1 2 - - -5.80%~+0.0%

굴착복구
2,377
(27,596)

2 2 - 6 3 2 1 - -13.0%~+3.6%

소계
4,365
(50,525)

6 6 - 39 21 8 10 -

※ 1)시험실시 214건 124건(58%)부 합

2)부 합 면 7,158a(아스콘량:84,646톤)은 감사기간 동부도로사업소에서 제출된 “도로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품질 리 황”에 근거하여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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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회

시정요구 통보

제 목 부 품 자재(아스팔트혼합물)납품․시공

계 기 동작구청

내 용

동작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서울시 물순환안 국의 “도로함몰 방 노후하

수 로 정비계획”에 따라 시비를 지원받아 2017.5.31.“도로함몰 방 노후하

수 로 정비공사(2권역)”를 A사( 표 갑)과 계약( 액:2,191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

하고 2017.12.31. 공하 으며,2018.3.30.“○○○ 장민원실 일 노후

하수 로 정비공사”를 B사( 표 을)과 계약( 액:293백만원)을 체결하여 2018.9.

18.각각 공하 다.

발주자는 2건의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 도로 함몰 방 노

후하수 로 정비공사(2권역)”에 소요되는 4종류의 아스팔트혼합물 ‘599톤’과

“2018년 ○○○ ○○○○○ 일 하수 로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1종류의 아스팔트

혼합물 ‘208톤’등 총 ‘807톤’의 (납품계약요구)자재에 하여 2017.6.13.

다수공 자계약자(이하 “자재공 자”라 한다)로 하여 분할납품요구 통지(‘마’과

-9356호)하 다.

이후 2017.12.15. 조달 납품 계약된 자재의 아스팔트혼합물에 하

여 아래 [표 1]과 같이 “2017년 도로 함몰 방 노후하수 로 정비공사(2권역)”에

소요되는 4종류의 아스팔트혼합물 ‘599톤’을 3종류의 ‘2,348톤’으로,“2018년

○○○ 장민원실 일 하수 로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1종류의 아스팔트 혼합물

‘208톤’을 ‘213톤’으로 각각 수량을 변경하여 총 ‘2,561톤’으로 변경계약하고 이

를 납품받아 공사를 시행하 다.

[표 1]아스팔트콘크리트 분할 납품 구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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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납품요구 번 납품요구(계약) 규격  량 고

합  계
당 :  803톤

변경: 2,561톤

2017  도로함몰  노후 

하 로 공사(***)

당 : 
**-**-*-****-**
(2017. 6. 13.)

변경: 
**-**-*-*****-**
(2017. 12. 15.)

아스 트 합 , BB-2, t=30mm, 
가열, 3등 , 층용

  180톤 납품장소 
하차도  476톤

아스 트 합 , BB-2, t=30mm, 
가열, 3등 , 층용

   270톤 공장
상차도  715톤

아스 트 합 , WC-2, t=13mm, 
가열, 3등 , 표층용

  760톤 공장
상차도1,157톤

아스 트 합 , WC-6, t=13mm, 
가열, 3등 , 표층용

  510톤 납품장소
하차도-

소  계
당 :  599톤

변경: 2,348톤

2018  ○○○ ○○○○○ 

일  하 로 공사

**-**-*-*****-**
(2018.4.27.)

아스 트 합 , BB-2, t=30mm, 
가열, 3등 , 층용

  208톤 납품장소
하차도  213톤

소  계
당 : 208톤

변경: 213톤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도서인 ｢다수공 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1-40호,

’11.7.29.) 제6조의3(납품요구)과 ｢물품구매계약 품질 리 특수조건｣(구매총 과

-1603호,’08.8.8.)제3조(계약상 자의 품질 리 의무) 제10조(수요기 검사)등에

따르면 다수공 자계약은 제3자를 한 단가계약으로 이용기 (발주자)이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물품납품요구 시는 계약상 자(자재공 자)는 계법령,

공고서,규격서 계약조건 등에 따라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요기 (발주자)에서는 납품수량,납품기한,납품장소,인도조건,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하여 납품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발주자는 “2017년 도로 함몰 방 노후하수 로 정비공사(2권역)”를 하

면서 아스팔트혼합물 총 ‘2,348톤’을 납품받아 공사하는 과정에서 납품자재의 규

격 등 품질조건을 제 로 확인·검사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계약된 (납

품장소 하차도)기층용 아스팔트혼합물(BB-2,t=30㎜)‘476톤’ ‘250톤’을 납품요구

(계약)규격인 굵은골재 최 치수 t=30㎜와 다른 굵은골재 최 치수 t=25㎜로

임의 변경된 채 2017.9.27.부터 2017.12.14.까지 총 11회에 걸쳐 자재공

자인 C사로부터 분할 납품 받아 시공하 다.

그리고 계약된 (공장 상차도)기층용 아스팔트혼합물(BB-2,t=30㎜)‘715톤’

‘75톤’의 경우도 납품요구(계약)규격인 신골재(최 치수 t=13mm)가 아닌 재생아스

팔트혼합물(재생골재 t=13㎜)로 임의 변경된 채 2017.6.30.부터 2017.8.25.

까지 총 6회에 걸쳐 자재공 자인 C사로부터 분할 납품받아 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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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발주자는 당 계약된 (납품장소하차도)표층용 아스팔트혼합물(WC-6,

t=13㎜) 510톤 ‘274톤’을 자재공 자인 D사로부터 2017.11.24.부터

2017.12.9.까지 2회에 걸쳐 동작구 ○○동 등 2개소(면 :505㎡) 장에 분할

납품받아 기 시공완료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이후 2017.12.15.최종

구매 수량 변경계약 과정에서 당 계약된 표층용 아스팔트혼합물 규격(WC-6,

t=13mm)의 510톤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부 감량하는 것으로 잘못 변경처리

하여 기 시공된 아스팔트혼합물 규격 “WC-6”의 274톤을 아스팔트혼합물 규격

“WC-2”로 정산처리하게 되었다.(결과 으로 아스팔트혼합물 규격 “WC-2”가 아닌

“WC-6”으로 잘못 납품 받음)

한 “2018년 ○○○ ○○○○○ 일 하수 로 정비공사”에서도 아래 [표 2]

와 같이 계약된 (납품장소 하차도)기층용 아스팔트혼합물(BB-2,t=30㎜)‘213톤’

‘164톤’을 납품계약(요구)규격인 굵은골재 최 치수 t=30㎜와 다른 굵은골재 최

치수 t=25㎜로 임의 변경된 채 2018.6.5.부터 2018.7.18.까지 총 8회에

걸쳐 자재공 자인 E사로 부터 분할 납품받아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아스콘 납품요구(계약)내역과 다르게 납품된 황

공사명 공사 치
납품요구

(계약)규격
량

다르게 납품  황
고

납품  규격 량 납품일

합  계 763톤

 2017  도로함몰  
노후 하 로 공
사 (***)

 ◎◎◎ 등 9개소
(1,189㎡)

 BB-2, t=30mm 476톤  BB-2, t=25mm, 
250톤
(C사)

’17.9.27.~12.14.간  
(11회 분할 납품)

 ◎◎◎ 등 4개소
(221㎡)

 BB-2, t=30mm 715톤
 B B -2 ( 재생 ) ,
   t=13mm

 75톤
(C사)

’17.6.30.~8.25.간 
(6회 분할 납품)

 ◇◇◇ 등 2개소
(505㎡)

 WC-6, t=13mm -  WC-6, t=13mm,
274톤
(D사)

’17.11.27.~12. 9.간 
(2회 분활 납품)

산 류

소  계 599톤

 2018  ○○○

 ○○○○○ 일

 하 로 공사

 ○○○ 장
 민원실 일

 BB-2, t=30mm 213톤  BB-2, t=25mm, 
164톤
(E사)

’18.6.5.~7.18.간  
(8회 분할 납품)

소  계 164톤

이와 련 조달청「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13조(규격)에 따르면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 발주기 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산업표 화법」제27조(단체표 의 제정 등)에 따라 2015.1.1.개정

된 한국아스콘공업 동조합연합회 단체표 ｢가열아스팔트혼합물(SPA-KAI0002-

F2349-5687)｣5.2(기층용),5.4(표층용)규정에서도 아스팔트혼합물의 종류 골

재최 치수와 함께 ‘주문자가 지정하는 규격의 혼합물로 배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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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5.2(기층용)의 [표 1]에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17)를 지정하고 있다.

해설 11.8(품질)에서도 도로의 내구성을 증 시키기 해서는 아스팔트혼합물

의 품질 리는 도로포장의 지지력과 내균열 항 등 포장성능에 요한 요인18)으

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철 한 품질을 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재공 자인 C사 등 2개사는 2건의 공사과정에서 [표 2]와

같이 납품요구(계약) 규격과 다르고 아스팔트혼합물의 골재최 치수(t) 배합규격

(KS)등을 수하지 아니하고 단체표 「가열아스팔트혼합물」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골재최 치수 t=25㎜(414톤),t=13㎜(재생 75톤)등을 임의 용·배합하

여 총 489톤의 아스팔트혼합물을 납품하 다.

그 결과 자재공 자가 납품요구(계약)규격,배합규격(KS),단체표 규격을 미

수하여 임의 배합·납품함으로써 “2017년 도로 함몰 방 노후하수 로 정비공사

(2권역)”의 13개소(면 :1,410㎡)에 반입된 아스팔트혼합물 325톤(약 138백만원 상

당)과 2018년 ○○○ 장민원실 일 하수 로 정비공사(면 :290㎡)’에 반입된

아스팔트혼합물 164톤(약 71백만 상당)등 총 489톤(약 209백만원 상당)에 의한 아

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은 부 품 자재로 시공되어 부실공사가 발생하 거나 부실공

사가 발생할 우려를 래하 다.

따라서 자재공 자의 납품요구(계약)규격 등 련규정을 미 수하여 임의 배합·

납품한 행 는 조달청「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13조(규격) 「물품구매계약 품질

리 특수조건」제3조(계약상 자의 품질 리 의무)등 련규정을 반한 것으로 ｢다

수공 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거래정지)제1항 등의 용 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발주자가 납품자재 확인·검사(물품검수 등)를 제 로 실시하지 아니하여

구매요구(계약)규격 등과 다른 부 품의 아스팔트혼합물이 납품되는 결과를 래

하 다.

계기 의견 검토결과

17)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분포:BB-1(40mm),BB-2(30mm),BB-3(25mm),BB-4(25R)로 지정함

18)가열아스팔트혼합물(SPS-KAI0002-F2349-5687)해설 (11.8.)품질에서는,국토교통부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

법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 내구성을 증가시키기 해서는 표층의 품질 리 뿐만 아니라 기층 간층의 지지

력 강화 내균열성에 한 품질 리가 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인장강도,터 니스,침입도를 일정기 이상

을 만족하도록 강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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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 “2017년 도로 함몰 방 노후하수 로 정비공사(2권역)”에 아스

팔트혼합물 328톤을 납품한 C사 “2018년 ○○○ 장민원실 일 하수 로

정비공사”에 아스팔트혼합물 164톤을 납품한 E사는 별도의 경 서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공사의 장에 납품된 아스팔트혼합물은 동작구에서 납품요구한

아스콘 혼합물 규격으로 배합되었으나 공장 출하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에 의한 납품

서(송장)표기 오류라고 변명하 고,발주청은 납품서 규격정보입력란에 오기입력

을 한 사항으로 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러나 ｢산업표 화법 시행규칙｣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에 따르면 제품인증

표시는 한국산업표 의 명칭 번호,제품 는 서비스의 종류․등 ․호칭 는

모델(종류․등 ․호칭 는 모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등과 조달청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13조(규격)에 의한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규격번호,발주기 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리고 자재공 자가  2017년 도로함몰 방 노후하수 로정비공사 에서

아스팔트혼합물을 납품요구규격(t=30mm)과 다른 굵은골재 최 치수 t=25mm,

t=13mm(재생골재)로 2017.6.30.부터 2017.12.14.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17회에 걸쳐 지속 으로 납품하 고,2018년 ○○○ 장민원실 일 하수

로 정비공사’에서도 납품계약규격(t=30mm)과 다른 굵은골재 최 치수

t=25mm로 2018.6.5.부터 2018.7.18.까지 약 2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지속 으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으로 불 때 자재공 자 피감기 (동

작구)의 “표기 오기”라는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층용 BB-2(골재최 치수 30㎜ → 25㎜) 기층용 BB-2(신골재

30㎜ → 재생골재 25㎜)규격은 단체표 ｢가열아스팔트혼합물｣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비규격품으로 납품요구와 다르게 임의 배합 내지 허 표기하여 납품함

으로써 품질 리 의무를 반하여 국가 조달물품에 한 신뢰를 하시킨 행 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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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장은

① 부 품 아스팔트 혼합물 납품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실성을 감안하여 계약

상 자(조합)의 부담으로 ｢물품구매계약 품질 리 특수조건｣제18조(하자보수)에 따라

실성을 감안한 체납품·물품 반환 청구 는 재시공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조달청장으로 하여 부 품 아스팔트 혼합물 납품 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

에 따라 C사에 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27조 등에 따

른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신분상 조치

- 자재 물품검수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련자에 하여 련규

정에 따라 “훈계”등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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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회

시 정 요 구 · 통 보

제 목 소성변형 발생에 따른 특정 구간 공용성등 용기 마련 필요

계 기 동부도로사업소,안 총 실(도로 리과)

내 용

동부도로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2017.3.22.“2017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를 A사( 표 갑,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계약( 액

1,272백만원)을 맺어 송 로 등 간선도로 6개 노선의 8개소 구간(총 연장

5.51km)등에 아스팔트를 용하여 포장공사를 2017.11.30. 공( 공 액

1,846백만원)하 다.

그리고 2017.4.10.이건 공사 건설사업 리용역을 B사( 표 을)외 1개사와

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2017.12.31.완료하 다.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사 시방서(이하 “이건 공사시방서”라 한다)」

2.1(원재료의 품질)2.1.1(아스팔트)에 따르면 발주자는 아래 [표 1]과 같이 아스

팔트의 공용성 등 기 19)의 공용성 등 에 따라 평균 7일 최고 포장 설계온도

(℃)와 최 포장설계온도(℃)를 만족하는 아스팔트를 용하여야 하며,일반 으로

공용성 등 ‘PG 64-22’의 아스팔트20)를 사용하되,주간선도로 (重)교통량이 많

은 교차로,신호 기 지역,오르막구간 지·정체가 심한 도로와 (重)교통이 통행

하여 소성변형 발생 험이 높은 버스 용차로 등의 지역은 공용성 등 ‘PG

76-22’이상의 아스팔트의 용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19)공용성 등 (PG,PerformanceGrade):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하여 장의 기후 조건,즉,7일간의 평균

최고 포장 설계 온도(소성변형 항성과 상 성이 있음)와 1일간의 최 포장 설계 온도(균열 항성과 상 성이 있

음)를 기 로 결정되며,아스팔트가 사용될 장의 기후와 교통조건을 고려하여 그 지역 특성에 정한 아스팔트를

선정하기 한 기

20)PG 64-22:“64”는 과거 20년 이상의 기상자료 연속되는 7일간의 최고 기온도의 평균값으로 포장깊이 2

㎝의 온도를 추정한 고온등 온도,“-22“는 온등 으로 최 온도 기온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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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아스팔트 공용성 등 기

공  등
PG 64 - PG 70 - PG 76 -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평균 7  고
포 계 도(°c) < 64 < 70 < 76

 포 계 
도(°c)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40

그리고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2.7[SMA(stonemastic

asphalt)아스팔트21)]에서도 소성변형 발생의 험이 높은 구간은 아래 [표 2]와 같

이 공용성 등 에 의하여 일정 등 이상의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특히 교

통량이 많은 교차로는 아스팔트 공용성 등 ‘PG 76-22’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신호 기 지역,오르막 구간 지정체가 심한 도로와 (重)교통이 통행하

여 소성변형 발생 험이 높은 지역에도 아스팔트를 공용성 등 ‘PG 76-22’이

상 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표 2]교통하 에 따른 아스팔트 공용성 등 용기

통하  등 (ADT) 통하  등 에  PG등 동 안 도22)( /㎜)

4000 / /Lane 상 PG 76-22 상 (PG 82-22) 2500 상 (3000 상)

2500~4000 / /Lane 상 PG 76-22 상 2500 상

1000~2500 / /Lane 상 PG 70-22 상 2000 상

1000 / /Lane 상 PG 64-22 상 2000 상

그런데 발주자는 이건 공사의 송 로 등 간선도로의 상구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과정에서 [표 1] [표 2]와 같이 교통하 에 따른 교차로·

신호 기 지역 등에 한 아스팔트 공용성 등 (PG 76-22 이상)의 용·검토없이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와 규격을 일반 SMA(T=13㎜)등으로 선정하고 아스팔트

공용성 등 은 구간에 일 으로 일반 기 인 ‘PG 64-22’를 용하여 아스

팔트 혼합물(SMA)을 지 ( )자재로 구매·시공하 다.그리고 그 송 로의

교차로,신호 기 지역 일 (약 연장 100m,60m 등 2개소)등에서 아래 [표 3]과

같이 소성변형이 발생하 다.

[표 3]이 건 공사의 송 로 등 소성변형 발생 황

21)SMA(StoneMasticAsphalt):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혼합물,골재,아스팔트,셀룰로오스 화이버로 구성되며

굵은 골재의 비율을 높이고 아스팔트 함유량을 증가하여 아스팔트 착력은 골재의 탈리를 방지하고 압축력과 단

력에 항하는 힘은 골재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내유동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함

22)동 안정도(DynamicStability):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에 한 항성을 평가하기 해 사용되며 값이

높을수록 소성변형 항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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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 천 로 양 재 대 로 비  고

공사

포  재 WC-3 WC-3

공  등 PG 64-22 PG 64-22

폭(m) 3.2 ~ 21.2 12.7~35.4
시공 연 (m) 1,342.3 474.4

(㎡) 19,663.26 19,422.49

변

생

치
림픽  

차

실나루역 

차

미상가 앞 

차
역 차

(cm) 1 1 1 2

폭(m) 9.2 6.7 6.3 18.4

연 (m) 20 30 50 117

(a) 1.8 2.0 3.1 21.5

   송파대로 언주로 학동로 남부순환로 영동대로 위례성대로 올림픽로 논현로 오금로 광평로

공사

포 재 SMA WC-3 SMA WC-3 SMA WC-3 CRMA SMA WC-3 CRMA SMA WC-3 SMA WC-3 WC-3 SMA WC-3

공 등 PG64-22 PG64-22 PG64-22 PG64-22 PG64-22 PG64-22 PG64-22 PG64-22 PG64-22 PG64-22

폭(m) 17.6~29.3 17.7 19.9 16.7 4.2~53.0 41.5 35.4 16.3 12.7 20.8

시공연 (m) 1,232 721 543 846 1,899 1,200 500.5 622 65 154

(㎡) 50.4 158.5 16 109.5 92 8.7 117.8 42.5 385.3 161.1 42.6 397.6 28.9 132.9 76.0 8.3 32.1

변

생

치
가락시 역

차
림픽훼미리

타운 차
- - - - - - - - - - - - - - - -

(cm) 3.5 1.5 - - - - - - - - - - - - - - - -

폭(m) 17.6 13.2 - - - - - - - - - - - - - - - -

연 (m) 100 60 - - - - - - - - - - - - - - - -

(a) 17.6 7.9 - - - - - - - - - - - - - - - -

[사진]송 로 등 소성변형 발생 황 사진

림픽훼미리타운 차 림픽훼미리타운 차 가락시 역 차

그리고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 시행도로 정비공사’에서도 신천로 등 아스팔트

공용성 등 PG 64-22를 용하여 시공한 2개 노선 총 연장 1.82km 아래

[표 4]와 같이 교차로·신호 기 지역 등 특정 구간(0.22㎞)에서 소성변형이 발생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4]2018년 도로굴착복구 시행도로 정비공사 황 소성변형 발생 황

따라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사 시방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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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시공 지침｣등에 따라 교차로·신호 기 지역 등 소성변형 발생 험이 높은 지역

에는 아스팔트 공용성 등 ‘PG 76-22’이상 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버스 용차로를 제외한 일반차로의 경우 발주자가 교통량과 공용성 등 을 용을

검토· 용할 수 있는 세부기 이 없어 와 같이 일반 기 인 PG 64-22만을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18년에는 발주자의 주장과 같이 7~8월에 평균 7일 최고온도가

37.5℃(포장온도 환산 67.5℃)로 PG 64℃를 과하여 아스팔트 공용성 등 의 일반

기 으로 정한 PG 64-22의 검토·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성변형은 교통량과 기온변화 등 주변 여건과 아스팔트 혼합물의 물성문제(골재

구조,AP바인더 부착력 하)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2018년 폭염

과 같은 이상기후 조건과 증가되는 교통량,아스팔트 혼합물의 물성문제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소성변형 발생 원인별,구간별로 발주자가 응 가능한 아스팔트

공용성 등 을 검토· 용할 수 있는 세부 기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 소성변형 발생 구간에 해서는 장배합설계와 리시험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등 발생 원인을 면 히 조사· 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계기 의견 검토의견

발주자는 SMA포장은 소성변형 항성을 고려하여 차량 하 이 집 는

지속 으로 가해지는 장소에 포장을 시행하고 있으나,2018년에는 이상기온으로

7~8월에 폭염이 발생하여 최고기온이 36℃를 넘는 날이 14일이 되었고 특히 7.

28.~8.3.까지 평균7일 최고온도가 37.5℃(포장온도 환산 67.5℃)로 아스팔트

공용성 등 PG 64를 과하여 소성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주장한다.

발주자의 서울시 품질시험소에 장조사 의뢰 결과23)에서는 송 로(가락시장

역 교차로)의 하부지지력 평가에서 아스팔트 탄성계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상고온으로 인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강성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블

리딩의 원인조사를 해 장배합설계와 리시험결과 비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23)“동부도로사업소 소성변형 발생구간 장조사 결과 보고”(서울시품질시험소,201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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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되었다.

이에 해 서울시 도로 리과에서는 소성변형의 발생 원인으로 재료(골재 입도,

바인더)와 배합설계(AP함량),혼합물 생산 시공 품질 리,도로 여건(기후환경,교통량)

등 복합 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실제로 차량 교통량이 많은 버스 용차로,

교차로 정지선 등에서 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소성변형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으로 용되어 나타나므로 폭염과 같은 이

상기후 조건이 소성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2018년 아스팔트 공용성 등

(PG 64-22)을 과하는 기록 인 폭염 이 에도 소성변형이 지속 으로 발생되는 등

최고 기온변화(폭염)만을 소성변형의 원인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리고 2018년과 같은 기록 인 폭염과 고온 일수 증가 등 최근의 기후환경

변화에 비하기 하여 아스팔트 바인더 등 상향 등 재료 측면과 생산 시공,

유지 리 등 반에 한 문 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아스팔트

바인더 등 기 마련 등 효율 인 리방안 마련을 해 노력하겠다고 하 다.

[참고 1]최근5년간 평균7일 최고기온 환산 포장온도 황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7 평균 고 도(℃) 37.50 34.06 35.19 32.61 32.90

산포 도(℃) 67.50≥ 61.30 63.33 58.70 59.22

그러면서 도로 기능별 아스팔트바인더 공용성등 용 개선을 해 2014.6.

개질아스팔트 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조건, 차량 교통량,재료조건 등을

고려한 아스팔트 공용성등 과 아스팔트혼합물의 입도기 용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도로와 교통량에 따라 용기 을 제시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도로 리과의 의견과 같이 소성변형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으로 작용

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발주자의 주장 로 소성변형 발생 원인을 최고 기온변화

(폭염)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소성변형 발생 부분의 시료를 채취하여 장

배합설계와 리시험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재료,배합설계,혼합물 생산 시공

품질 리 등의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 [참고 1]최근 5년간 평균7일 최고기온 환산 포장온도 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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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품질시험소의 장조사 결과와 같이 최근 5년간 최고기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2018년도는 환산포장온도(67.5℃)가 기 온도(64℃)를 과하 으므로 기온

변화에 비한 아스팔트 공용성등 용기 조정 등의 검토는 필요하다.

한 서울시 도로 리과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용기 개선방안에 간선도로는

교통량 보통수 과 교통량 많은 수 으로 구분하여 용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발주자가 해당도로의 교통량(교통하 )을 단할 수 있는 세부검토 기 이 없어

일반 기 인 PG 64-22를 일 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 감사 옴부즈만의 자문 결과에서도 교통량과 계없이 PG 64-22등 만

을 용할 경우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온도에 한 요건이 만족되더라도 소성변

형이 발생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므로 발주자가 해당도로의 교통량에 따라 공

용성 등 용기 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 기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 2]2014.6.개질아스팔트 용 개선 통보 내용

구 분 아스팔트 혼합물 입도 아스팔트 바인더 공용성 등급(PG) 공통사항

간 도

( 통량 보통 수 )

-  층 : WC-1~WC-4
- ( 간층) : MC-1
-  층 : BB-1 ~ BB-3

PG 64-22 상
* 층, ( 간층)

< 층, 간층>

- 강도비=0.8 상

  (  첨가)

- 1등  골재사

동차 /간 도

( 통량 많  수 )

-  층 : WC-5~WC-6
- ( 간층) : WC-5
-  층 : BB-4

PG 76-22 상
* 층, ( 간층)

스 차
-  층 : SMA 도
- ( 간층) : WC-5
-  층 : BB-4

PG 76-22 상
* 층, ( 간층)

따라서 과다한 교통량,아스콘 혼합물의 각각의 물성문제(골재구조,AP바인더,

부착력 하)등 물리 조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상 계 등을 추 찰

하여 발주자가 소성변형 발생 원인별,구간별로 응가능한 공용성 등 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 용기 마련이 요구된다.

조치할 사항

동부도로사업소장은

① 소성변형 발생구간에 해 장배합설계와 리시험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발생원인과 하자 등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시공 는 하자 조치하시기 바랍

니다.(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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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성변형 발생구간의 장배합설계와 리시험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보완

시공이 필요하거나 시방기 에 맞지 않은 자재를 장에 반입한 경우 는 사용자

재 합성의 검토·확인 소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에 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규정에 따라 벌 부과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안 총 실장은

① 과다한 교통량,아스콘 혼합물의 각각의 물성문제(골재구조,AP바인더 부착력

하)등 물리 조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상 계 등을 추 찰하여

발주자가 소성변형 발생 원인별,구간별로 응가능한 공용성 등 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 용기 을 마련·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7-

감 사 원 회

개선요구 통보

제 목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품 용 부 정

계 기 동작구청,재무국

내 용

동작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동작구 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

산정시 합성 확보와 일 성 유지를 해 서울시 문시방서,표 품셈,설계지침

등의 기 을 용한「동작구 건설공사 설계기 (이하 “동작구 설계기 ”이라 한다)」을

매년 마련하여 “2017년 동작 로 27길 외 14개소 도로정비공사('다'과)” “하

수구조물 유지보수공사('라'과)”등 내 건설공사에 용하고 있다.

이 ‘동작구 설계기 ’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하부에 하수 등 설치 후 포장복

구를 하여 아스팔트 포장의 기층을 신하는 ‘콘크리트 기층 설치’에 해당하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품이 아래 [표 1]과 같이 마련되어 있다.

[표 1]동작구 설계기

공 종 구  

인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 인력비빔 콘크리트 타설(품)+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품)

1)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용기 미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행정안 부 규 제40호,‘16.1.19)제2장

( 정가격 작성 요령)제2 (추정가격과 정가격)6( 정가격조서의 작성)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공사의 경가격을 작성할 때 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련법령 원가계산자료를 용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건설공사 표 품셈」(국토교통부훈령 제493호,‘15.2.16.)제6장(철근콘크

리트공사)6-1-1(콘크리트 타설)(3)(인력비빔타설)에 따르면 인력비빔 타설은 무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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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철근구조물,소형구조물을 용 상으로 하고,소형구조물의 경우 용기 을

인력비빔 3㎥ 내외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로 제시되어 있고,소규모 는 구조 으

로 요하지 않은 경우의 인력비빔 콘크리트 타설이라 할지라도 표 품셈

6-1-1(콘크리트 타설),(3)(인력비빔타설) 공사시방서(3.3.1)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방배합 장배합에 근거한 배합설계를 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을 한 콘크리트 비빔 타설 공종 등 인력

시공 품의 용은 타설 콘크리트량,구조물의 구조 요성,품질 리 합성 등

에 따라 제한 으로 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발주자는 “동작구 설계기 ”을 작성·수립하면서 ‘인력에 의한 비빔콘크

리트포장 복구 공종’의 용에 하여 품질 리규정(표 ․ 문․공사시방서 등)

장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구체 인 용 여건 최 용 면 등 세부기

제시없이 콘크리트포장 복구 공종의 품 을 소규모 인력시공의 품으로 반 ·수립

하 다.

이와 련 발주자는 2017년 단일공사로 발주한 “동작 로○○길 외 14개소

도로정비공사”의 구간 콘크리트포장 상도로가 뒷골목의 경사라는 이유만으로

개소당 포장면 (A)최 354㎡(3.54a)까지 ‘소규모 인력비빔’등에 의한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을 용하 으며,“하수구조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의 경우도 개소당

복구면 (A)최 188.7㎡(1.89a)까지 ‘소규모 인력비빔’등에 의한 콘크리트포장

복구 공종이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면도로 콘크리트포장 면 100㎡(1a)에 하여 장 소규모 인력비

빔으로 콘크리트 포장복구(T=20㎝ 기 )공종을 용할 경우,콘크리트량만 20㎥ 필

요하므로 운반차량을 제외한 순수 콘크리트 배합자재만 고려하여도 시멘트 등 약

43.7톤(시멘트 6.92톤,모래 16.56톤,자갈 20.22톤)의 배합자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뒷골목 등 장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인력포장 시공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에도 개소당 포장면 (A)최 354㎡(3.54a)를 장에서 인력에 의한 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용은 배합자재 치 등 주택가 이면도로의 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비 실 인 품 용으로 타당하지 아니하고 비합리 이므로 동작구

설계기 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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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콘크리트 기층 설치)공종의 원가산정 부 정

｢건설공사 표 품셈｣제6장(철근콘크리트공사)6-1-1(콘크리트 타설)3(인력비빔

콘크리트타설)에 따르면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타설 공종’은 무근구조물(옹벽 등)

등에 용하는 공종으로 품(단가)은 콘크리트공(0.85인/㎥) 보통인부(0.85인/㎥)

가 용되며,이 품에는 인력비빔,재료 소운반,콘크리트 소운반,타설,다짐

양생의 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동작구에서는 “동작구 설계기 ”을 작성·수립하면서 아스팔트 포장도로

하부에 하수 등 설치 후 포장 띠복구(장방형 직사각형)를 하여 아스팔트 포장의

기층을 신하는 ‘콘크리트 기층(기 두께:20cm~25cm)설치’에 해당하는 ‘인력비

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품(단가:제93호표 ~ 제96호표)을 콘크리트 타설 품에

콘크리트 포장 품(할증 50%:포장공 1.2인/a,보통인부 1.2인/a)을 추가( 복)반 ·

용하고 있어 동작구 설계기 이 비합리 으로 운 되고 있다.

이와 련하여 동작구의 최근 3년간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

의 용 실 을 분석한 결과,'다'과는 보수 상 총 26개소의 면 892㎡(8.92a)

에서 용하 으며,'라'과는 보수 상 총 469개소의 면 5,688㎡(56.88a)등

“하수구조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에서 인력비빔 콘크리트포장복구(T=15㎝)공종

을 용하여 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하수구조물 유

지보수공사에서 보수한 총 469개소(56.88a) 약 19%인 48개소(15.34a)만 순

수한 콘크리트 포장 구간이고 나머지 81%인 421개소(41.54a)는 아스팔트 콘크

리트 포장 구간에 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이라 할지라도 뒷골목 등 특수한

여건을 제외하고 약 80% 이상의 포장복구 지역은 최종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표층(T=5㎝)으로 마감되므로 포장(표층)하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기층 설치(인력

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공종은「건설공사 표 품셈」(6-1-1)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

공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합리 이다.

결과 으로 동작구에서 매년 “동작구 건설공사 설계기 ”을 수립․시행하면서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타설+포장:콘크리트 기층 설치)품이 구체 인 장

여건 면 등 세부 용기 제시없이 개소당 포장면 (A)최 188.7㎡('라'



-30-

과)~354㎡('다'과)까지 용(인력품)되고,포장 면 100㎡당 약 2.4인의 포장

품이 복 용되어 약 12,265천원(동작구 기 /년간)의 산 낭비(25개 자치구 확

용,약 306백만원/년간)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출 근거 >

▸인력비빔 콘크리트포장 :(당초)5,558,516원/a당 → (개선)5,172,854원/a당

※ 100㎡당(1a당) 약 7%에 해당하는 385,662원 절감

▸동작구(최근 3년) 용  : 용 면 (65.8a)×385,662원 =25,376,560원

제경비(45%)포함 :36,796,000원/1년 =12,265,000원

▸25개 자치구 확      :25×12,265,000원 =306백만 원

∴ 25개 자치구 확대 적용 : 연간 306백만원 예산절감 효과

이에 산을 감할 수 있도록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 공종의 품(타설+

포장:콘크리트 기층 설치 공종의 품)’을 ‘콘크리트 타설 공종의 품’으로 용토록 하는

‘동작구 설계기 ’의 개선이 필요하다.

계기 의견

동작구청에서 매년 수립하고 있는「동작구 건설공사 설계기 」과 련하여

동작구는 지형이 골목길 경사지 등 반 으로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미콘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장에는 일부 포장 규모가 큰 장에도 공사담당자가 단

하여 인력비빔콘크리트포장을 용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감사지 사항을 수용하여 2019년 기 수립 시 부터는 미콘 최소 납품요구

수량 6㎥(면 30㎡이하,t=20㎝)이하의 소규모 포장에만 용하고, 장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면 30㎡ 이상 등)에는 설계자로 하여 별도 “실정보고서”를 작성

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조치할 사항

동작구청장은

앞으로 “동작구 설계기 ”방침 수립 시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콘크

리트 기층 설치)공종의 용 여건 면 등에 한 세부 용 기 을 구체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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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과다 산정되고 있는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리트 포장복구(콘크리트 기층 설치:

콘크리트 타설)공종’의 원가(품)를 재조정하여 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작구

설계기 ’을 합리 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재무국장은

원가분석결과 감사 상 기 인 서 문구,동작구 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한 업무개선이 필요한 바,별도의 원가분석을 통해 자치구 소규모 인력비빔 콘크

리트 포장복구(콘크리트 기층 설치)공종에 한 설계 가를 서울표 품셈에 반 방안

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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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회

시 정 요 구 ·통 보

제 목 보도정비공사 투수기층 미시공 공(정산)부 정

계 기 서 문구청

내 용

서 문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2016.6.3.“통일로(○○○ 주변)보도정

비공사(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를 A사( 표 갑,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354백만원에 계

약을 맺고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지정하여 이건 공사를 시행하고

2016.12.20. 공( 액 411백만원)하 다.

가. 품질시험 미실시 투수기층 미시공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 ｣(행정안 부 규 제40호,’16.1.19.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제1 (총칙)1(계약의 기본원칙)

특별시방서,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에 따르면 보도블록 설치를 한 기층 시공

은 ｢(서울시)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의 내용을 우선 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제2부 설계편 2.2.5(재료선정시 수사항) 제3부

시공편 3.3.3(기층 포설 다짐)에 따르면 시공자는 빗물 장 용량 증 를 하여

공극률 최소 20% 이상이 확보되도록 기층을 아래 [표 1]의 ‘투수기층 입도기 ’과

[표 2]의 ‘기층골재의 품질기 ’에 합하게 ‘투수기층’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 (공사계약의 이행)2(공사자재의 검사)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 리)제1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리(시험)계

획을 수립하고 그 품질 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검사를 하여야 하며,공

사용 자재를 사용하기 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표 1]투수기층의 입도기

통 과 량 백 분 율 (%)
40mm 30mm 20mm 5mm 2.5mm

100 80-100 55-85 15-30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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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기층 골재 품질기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감 량 (%) KS F 2508 40 하

  지 수 (%) KS F 2303 4  하
수   CBR 치(%) KS F 2320 80 상
안     (%) KS F 2507 20 하

그리고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시공계획서 5(품질시험계획서)5-1(품질시험

회수)에 따르면 시공자는 기층제(부순돌)등 사용자재에 해 품질시험을 하여야 하고

기층제는 재질 변화시 마다 1회의 품질시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공자는 이건 공사 시행 보도블록 포장을 한 ‘투수기층 포설

다짐’공종(면 44.35a, 액 21백만원)을 시공하면서 특별시방서,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의 내용과 다르게 아래 [사진]과 같이 기층을 투수기층이 아닌 혼합기층

(면 41.42a, 액 23백만원)으로 시공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정산)처리를 받았다.

이때 시공자는 기층에 사용된 자재(골재)에 하여 발주자(공사감독자)로부터

자재 공 원 승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품질시험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아래

[사진],[표 3]과 같이 부 합 자재(골재)를 반입하여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기층 시공 황 사진(시료 채취)

(시료1, 통일로 *** 앞 : 혼합기층) (시료2, 통일로 *** 앞 : 혼합기층) (시료3, 통일로 ***-* 앞 : 혼합기층)

[표 3]기층 시공골재 품질시험 결과 -투수기층 입도기 부 합(서울시품질시험소)

통 과 량 백 분 율 (%)
비고체크 (㎜) 40mm 30mm 20mm 5mm 2.5mm

100 80-100 55-85 15-30 5-20

통과
시료 - 1 100 (25㎜ : 100) 87 37 29 합
시료 - 2 100 (25㎜ :  97) 86 36 25 〃
시료 - 3 100 (25㎜ :  98) 83 38 28 〃

※ 감사기간 중 ‘18. 9. 7. 감사자와 공사감독자 입회하여 해당 공사구간 시료 채취

이와 련 ｢건설공사 사업 리방식 검토기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15.6.30.,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제4조(성실의무),제131조

(제출서류검토),제139조(품질 리계획 등 리),제162조( 공 검사 등)등 련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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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발주자(공사감독자는)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약문서의 내용 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 확인·검측 등 감독을 하여야 하고,자재 공 원신청서 등 하자가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하고,시공자의 품질 리(시험)계획을 승인

하기 까지는 해당 공종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시공자가 제출한 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 내용 로 시공이 완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 조서를 첨부하여 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 (검사와 가지 )1(검사)가( 공검사)에 따르면

공 검사때는 계약 내용 로 이행되었는지 확인·검사를 하여야 하며,계약이행 내

용의 부 는 일부가 계약에 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

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이건 공사시행 과정에서 품질 리(시험)계획

자재공 원 승인 차를 미이행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그에 따른 품질시험

실시·검사 등 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 으며,품질 리(시험)계획 승인

까지는 시공자로 하여 해당 공종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공사

감독자는 2016.6월 공사 착수 시 장에서 시공자( 장소장)에게 자재 수 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건 공사의 체 구간(41.25a)의 기층을 계약 내용에 반

되게 투수기층이 아닌 혼합기층으로 시공하도록 임의 구두 지시하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 (공사계약의 체결)3.(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에 따르면

구두에 따른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사감독자는 구두 지시사항에 해 문서로 보완하지 아니하고는 시공자가 기층

을 혼합기층으로 시공하고 투수기층으로 시공된 것으로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공검사원에 하여 설계변경 차 이행 등 별도의 필요한 시정 조치없이 이건 공

사 체 구간의 기층이 계약내용과 같이 투수기층으로 시공된 것으로 부 정하게

공처리하 다.

그 결과 시공자는 자재공 승인 차 품질시험·검사 등을 미이행하고 시방

기 과 계약내용에 맞지 않는 부 합 자재(골재)를 장에 반입하여 시공하여 부

실공사를 래하 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품질 리계획 미승인 품질시험·검사 이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방기 과 계약내용에 반되게 기층을 임의 변경하여 시공토록



-35-

구두 지시하 으며 시공과정에서는 검사·확인 등을 통한 설계변경 등 별도의 시

정조치없이 그 로 공처리하여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 다.

따라서 시공자의 자재공 승인 차 품질시험․검사 미이행,부 합 자재 시공행

등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 (총칙) 제5 (공사계약의 이행),｢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 리)등을 반된 것으로 같은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자에 한 시정지시 등)규정에 해당한

다.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시방기 계약내용에 반하여 임의 변경 시공지시,

시공· 공 과정에서 확인·검사 미이행,부 정 공 행 등은 국토교통부 지침 제

4조(성실의 의무) 제131조(시공자 제출서류 검토),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 (검사와

가지 )등 련규정을 반한 것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 다.

나.산업안 보건 리비 정산 부 정

｢건설업 산업안 보건 리비(이하 ‘안 리비’라 한다)계상 사용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14.10.22.)제7조(사용기 )제2항 [별표 2]안 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1.나.(유도자 는 신호자의 인건비)에 따르면 안 리비는 시

공,민원,교통,환경 리 등 다른 목 을 포함하는 등의 인건비에 사용할 수 없

고,같은 기 제8조(목 외 사용 액에 한 감액 등)에 따라 발주자는 수 인이 다

른 목 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 리비에 해 계약 액에서 감액 조

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 (검사와 가지 )1.(검사)가.( 공검사)2).등

에 따르면 발주자(공사감독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 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부

는 일부가 계약에 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공

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 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리 지 확인)나.에 따르면 발주자(공사감

독자)는 장 인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시공자의 노무비 용

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이건 공사의 공과정에서 안 리비를 정산하면

서 2016.8.~ 11.까지 약 4개월 동안 건설 기유도원(을)의 인건비를 공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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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노무비 내역에 포함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e-바로시스템을 통해 기 지

(7,458천원)하고는 시공자가 같은기간에 같은 건설 기유도원(을)에 한 인건비

(6,774천원)를 안 리비 내역에 포함하여 복 청구하 는데도 감액 등의 조치없

이 그 로 아래 [표 4]와 같이 지 하고 공처리 하 다.

[표 3]공사근로자 노무비(을)지 내역

월 직  단가(원) 역 수 지 액(천원) 비고

계 7,458
8월  90,000 11 1,089
9월  90,000 15 1,485
10월 120,000 19 2,508
11월 120,000 18 2,376

[표 4]안 리비의 건설 기유도원 인건비 지 내역 ( 복)

  간 내   단가(원) 수량( ) 지 액(천원) 비 고

6,774

2016. 8. ~ 11. 건 도원( ) 건비
90,000 26 2,334

120,000 37 4,440

그 결과 공사감독자는 건설 기유도원 인건비를 기 지 하고도 안 리비에

복하여 지 함으로써 6,774천원 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래하 다.

따라서 공사감독자의 안 리비 복지 행 는 ｢건설업 산업안 보건 리비

계상 사용기 ｣제7조(사용기 ) 제8조(목 외 사용 액에 한 감액 등),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 (검사와 가지 )1.(검사)가.( 공검사)등 련규정을 반한

것이다.

계기 의견 검토의견

발주자(공사감독자)는 2016.6.공사 착공 시 투수기층 자재의 생산업체가 고

구매가 어려워 투수기층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혼합골재를 사용하여 석분을 제거

하고 시공토록 시공자에게 구두지시 하 고 이후(2016.9.)다짐이 안되고 통일로의

특성상 보행량이 많아 시공을 원활히 하고자 소량의 석분을 혼합하여 시공토록 구

두지시 하 으며,

계약내역서 시방서는 투수기층으로 되어 있지만 설계 시 단가산출을 한

재료비 목록표에 자재단가는 혼합골재 단가를 용하여 공사비의 과다 지출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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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부터 도면에 혼합기층으로 표기하여 혼합기층으로 공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사시행 과정에서 상세 기 과 련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향후 공사 리 감독에 철 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 다.

그러나 다른 구청의 보도정비사업 시 투수기층 자재를 구입하여 투수기층을

시공·완료하고 있음을 볼 때 자재의 수 이 어려워 혼합기층으로 시공하게 하 다는

발주자의 주장은 계약내용에 반될 뿐만 아니라 빗물의 자연 침투능력을 보존하고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 등으로 그린인 라 도시를 구 코자 하는 서울시 투수블록

포장 정책24)에도 반하는 내용으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투수기층의 자재단가는 설계(재료비 목록표)시 혼합골재의 단가를 용하

여 공되었으므로 공사비 과다 지출은 없다고 하나 이건 공사는 총액 입찰·계약된

사항이고 이건 공사의 모든 작업 공종의 단가는 시공자와 발주자간 새로이 작성되는

계약 단가이므로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 시방서와 산출내역서 등 계약내용에 따

라 투수기층으로 시공하여 공(납품)토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18.9.7.실시한 골재 입도기 에 한 품질시험결과에서 투수기층은 물론

아래 [표 5]와 같이 혼합기층 입도기 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 으로

발주자는 혼합기층으로도 공사를 부 합하게 공 처리하여 주장은 이유가 되

지 않는다.

[표 5]기층 시공골재 품질시험 결과 -혼합기층 입도기 부 합(서울시품질시험소)

통 과 량 백 분 율 (%)
비고체크 (㎜) 40 25 20 5 2.5 0.4 0.08

100 95-80 90-60 65-30 50-20 30-10 10-0

통과
시료 - 1 100 100 87 37 29 12 3 합
시료 - 2 100 97 86 36 25 9 7 〃
시료 - 3 100 95 83 38 28 9 6 〃

따라서 시공자도 투수기층으로 시공하여 납품( 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결과 으로 발주자 입장에서 혼합기층보다 비싼 자재로 시공되는 투수기층을 납품

( 공)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납품받지 못한 것은 상 으로 산을 낭비하 다

할 것이므로 발주자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 (공사 설계의 변경)1.(설계변경) 2.(설계서의 정정·

24)서울시는 2009.9.｢지속가능한 친환경(투수성)보도포장 기 마련｣(행정부시장 방침)하고 2014.11.｢서울시

물순환 회복 향 개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보도의 신설 폭 보수 시 투수블록 시공을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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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에 따라 설계서25)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는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시방서와 계약내역서는 투수기층

으로 되어 있고 공도면과 재료비 목록표는 혼합기층으로 되어 있어 혼합기층으로

공 처리하 다는 주장은 공사감독자로서 설계변경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없는 것이며,

이건 공사시방서 제1장(총칙)1-1(공사일반)1.(일반사항)1.1.5( 용순서)에 따

라 설계서 간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① 장설명서 질의응답서,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순서로 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계도면에 우선

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라 투수기층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사감독자는 이와

같은 시방기 에도 반하여 공사를 임의 변경하여 시행하 다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서 문구청장은

① 서울시 보도정책에 따라 보도포장은 투수블럭 투수기층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계약내역서와 공사시방서에 따라 투수기층으로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설계도면

과 재료비 목록표는 혼합기층으로 잘못 설계하고는 이를 빌미로 공사감독자가 혼합

기층으로 임의 변경하여 시공토록 구두 지시하는 등 부실시공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공사 리·감독에 철 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③ 품질시험을 미실시하고 시방기 과 다르게 부 합 자재를 장에 반입하여

부실 시공을 래한 건설기술자( 장 리인)에 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기술자에 한 시정지시 등)에 따라 “주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공 사 명 소 속
건설기술자

직책 성 명 생년월일

통일로(○○○ 주변)보도정비공사 A사 표 갑 장 리인 병 ****.**.**.

② 안 리비로 복 지 한 건설 기유도원의 인건비(6,774천원)를 환수 조

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④ 시공자에게 계약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시공토록 구두지시하고 시공

25)설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2.(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설계도면, 장설명서 공종별

목 물 물량내역서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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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확인,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인건비 복 지 등 련규정을 반한

련자에게 지도·교육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징계요구 등)

※ 신분상 조치

-공사감독 업무 소홀 련자 “경징계” “훈계”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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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회

시정요구 통보

제 목 보도정비공사 자재 구매 포장기층 시공 부 정

계 기 서 문구

내 용

서 문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노후 된 보도(면 :10.16a)등을 정비하기

하여 2018.3.19.A사( 표 갑,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 보도정

비공사”(이하 “이 건 정비공사”라 한다)계약을 맺고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2018.7.16. 공( 액 149백만원)하 다.

1)설계지도 검 지 사항 미이행 기능 부 합 자재 구매‧시공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개선방안 검토보고｣(행정2부시장방침 제268호,’13.9.2.),

｢보도공사 설계지도 검 개선계획｣(’15.3.17.)등에 따르면 연장 100m이상의

폭 보도블록 교체를 수반하는 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설계지도 검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설계지도 검 지 사항은 시공에 반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발주자는 이 건 정비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면서 투수블록포장

(투수블록,투수시트,투수기층 등)을 용하는 것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2018.1.30.

서울시(도로 리과,이하 “도로 리과”라 한다)에 설계지도 검 요청을 하 다.

이후 2018.2.20.도로 리과로부터 받은 설계지도 검 결과,검토의견(투수

포장재는 지속성 검증시험 3등 이상의 제품 사용 등)을 수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

로 도로 리과에 조치계획서(이하 “조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 다.

그런데 발주자는 당 설계지도 검 요청한 설계도서 설계지도 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서(투수포장재는 지속성 검증시험 3등 이상의 제품 사용 등)의 투수블록포장

계획과 다르게 불투수블록포장(콘크리트블록,부직포,혼합기층 등)으로 변경하여 2018.



-41-

2.20.자체 계약심사를 하고 발주·시행하 다.

[그림]보도 포장 횡단면도

<설계지도점검 포장단면> <발주시 포장단면>

이후 2018.3.8.보도블록을 조달구매( 자재)하면서 보도블록 하부의

기층은 투수기층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불투수(혼합)기층에 합하지 않고 가격이

비싼(차액 1,097천원)투수블록을 아래 [표 1]과 같이 구매‧설치하 다.

[표 1]보도블록 변경 비교표

구분 품명 규격 수량(㎡) 단가(원) 계약 액(원)

차액 01,097,000

발주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B사,t60㎜,

인조화강블록,불투수
1,097 22,000 24,134,000

변경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B사,t60㎜,

인조화강블록,투수
1,097 23,000 25,231,000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발췌

그 결과 발주자가 당 설계도서 설계지도 검 내용과 다르게 발주 시공함

으로써 향후 빗물 장 용량 감소 등 투수블록포장 목 에 부 합하게 시공되

었고,그리고 혼합기층의 기능에 합하지 않고 가격만 비싼 자재를 구매‧시공하

여 효과성 하 산 낭비되는 결과를 래하 다.

따라서 설계지도 검 결과 내용과 다르게 발주‧시공 행 등은 서울시 지침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 개선방안 검토보고｣,’13.9.2.)등 련규정에 반된 것으로

설계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다.

2)포장기층 부 합 자재(골재)사용 등 시공 부 정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 (총칙)에 따르면 시공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공사감독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5 (공사계약의 이행) ｢건설공사 사업 리방식 검토기

업무수행지침｣제4조(성실 청렴의무)등에 따라 해당공사가 설계도서,계약서의



-42-

내용 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건 정비공사의 발주된 설계도면에 따르면 보도블록포장은 콘크리트

블록(t=60㎜),받침안정층(모래,t=30㎜),부직포,혼합기층(t=150㎜),원지반다짐

공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일반시방서 제6장 6-2-2(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포장)에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 은 골재의 최 치수가 50㎜이하로 정하고 있다.

[표 2]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 입도

입도번호
통과 량백분율(%)

50㎜ 40㎜ 25㎜ 20㎜ 5㎜ 2.5㎜ 0.4㎜ 0.08㎜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그런데 시공자는 이 건 정비공사 구간 3개 지 에서 아래 [사진]과 같이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소형고압블록 조각 100㎜ 골재 등 부 합 자재

(기 미달 골재 등)를 사용하여 기층을 시공(통일로 131앞 0.2×1.0m)완료하 으며,

그리고 부직포를 미설치(통일로 153앞 1.0×1.3m)하거나 부직포 기층(혼합골재)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공(서 문역 횡단보도 앞 2.0×1.8m)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보도블록포장 시공상태

치 통일로 ***앞 통일로 ***앞 서 문역 ****앞

굴착면 0.2×1.0m 1.0×1.3m 2.0×1.8m

부직포(시트) 설치 미설치 미설치

사용골재 소형고압블록 조각 등 섞임 50㎜ 이하 골재 혼합골재 미시공

굴착사진

이와 련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와 다르게 부 정하게

시공하는데도 이에 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 로 공처리 하 다.

그 결과 시공자가 설계도서 등 기 과 다르게 부 합 자재(골재)시공 부직포 등

락 시공하고,발주자(공사감독자)가 이에 하여 미시정 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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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되었고 이에 따른 재시공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공자의 부 합 자재시공, 락시공 등 부실시공 행 는 설계도서

(시방서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등 련규정을 반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제

5항[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 리기 )규정의 용 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발주자(공사감독자)가 시공자 계약 불이행에 한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건설공사 사업 리방식 검토기 업무수행지침｣제4조(성실 청렴의무)등

련규정에 반된 것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계기 의견 검토결과

① 서 문구는 보도정비공사를 한 자체설계(투수블록포장)를 실시하여 서울시

설계지도 검을 완료하 으나 투수블록포장 시공은 그 동안의 공사 경험상 이물질

투입 등으로 인한 유지 리에 문제 이 있어 투수블록포장에서 불투수 블록포장으

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 고,공사 체 구간의 투수블록과

불투수블록의 가격 차이(약 1백만원)가 많지 않아 블록은 투수블록으로 구매하여 시

공하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계지도 검을 수하지 않은 것은 설계 정성 정 시공방안 등

사업효과를 극 화하고자 하는 서울시 지침에 반하는 것이고 공사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산을 낭비하고 공사목 에 부당하게 시행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 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서 문구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② 서 문구는 이건 공사를 상가 집지역에서 야간공사로 시행함으로써 가로수

등 보도의 가장자리 일부 구간에 한 정 시공 이에 한 감독은 미흡하 다고

하면서 부직포 혼합골재 미사용 등의 구간에 도면 로 재시공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 다.

조치할 사항

서 문구청장은

① 설계도면 등 계약문서와 다르게 부실 시공된 사항은 보완(재)시공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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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 바라며,설계 공사감독 업무소홀 련자에 하여 앞으로 설계지도 검

결과 각종 련규정 등 기 에 합하게 설계 시공을 하여 부 합 자재 사용

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지도‧감독 업무를 철 히 하시고,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신분상 조치

-설계 공사감독 업무 소홀 련자 “훈계”등 주의 조치

② 설계도서 등 기 과 다르게 부 합 자재(골재)시공,부직포 등 락시공 등

부실공사(보완시공)를 하여 설계도서 련규정 등 기 을 반한 시공자 그

소속 건설기술자에 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제5항[별표 8.건설공사 등의 벌 리

기 ]규정에 따라 “벌 ”을 부과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공 사 명 건설업자(시공자)
건설기술자

직책 성 명 생년월일

○○○○~◎◎◎◎
보도정비공사 ㈜A사 표 갑 장 리인 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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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회

통 보

제 목 보도블록의 미끄럼 항기 미달자재 사용 등

계 기 서 문구,동작구,도시교통실

내 용

서 문구 동작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보도

정비를 하여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18.11.1.이 안 총 본부 보도환경개선과)로부

터 도시개발특별회계,일반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등)등 산을 지원받아 시비 사업

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6건의 투수블록 보도정비공사(이하 “이 건 보도정비공사”

라 한다)를 시행하 다.

[표 1]투수블록 보도정비공사 황

구 분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 액
(백만원)

계약일자 공일자

서 문구 통일로(○○○ 주변)보도정비공사 보도포장 39.4a 411 2016.6.3. 2016.12.20.

서 문구 △△△△ 앞(통일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보도포장 15.26a 196 2017.3.20. 2017.9.19.

서 문구 통일로(○○동)경 개선사업 보도포장 13.99a 162 2017.9.4. 2017.12.8.

서 문구 □□□□~◎◎◎◎ 보도정비공사 보도포장 10.16a 140 2018.3.19. 2018.7.16.

동작구 2016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동작 로 보도포장 36.85a 968 2016.2.15. 2017.6.26.

동작구 림로 보도환경 개선공사 보도포장 17a 85 2017.3.17. 2017.6.21.

1)보도블록의 미끄럼 항기 미달자재 사용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2013.3.,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제2부

2.2.6(보도 포장재 미끄럼 항기 ) 제3부 3.6.3(블록포장)에 따르면 발주자는 교통

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의 보행 안 성을 고려하여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항기 (이하 “미끄럼 항기 ”이라 한다)을 용하고 블록류 등 보도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미끄럼 항기 을 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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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강수·강설시 미끄럼으로 인한 보행자 낙상사고 방을 해 아래 [표 2]

와 같이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등 불가피하게 종‧횡경사가 10% 과하는 구간 등

에서는 경사의 미끄럼 항기 이 50BPN
26)
이상인 블록을 설치토록 정하고 있

으며,블록 반입 시 물리 특성(강도,흡수율,미끄럼 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표 2]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항기

구분 종·횡단 경사(%) 미끄럼 항기 (BPN) 미끄럼 항기 용 시

평지
( 평지)

0~2이하 40이상

완경사 2 과~10이하 45이상

경사 10 과 50이상

그런데 발주자는 이 건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총 6건

의 공사 4건의 공사에서 미끄럼 항기 값 확인을 한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블록을 반입하여 설치 완료하 다.

이와 련 도시교통실 등으로부터 산을 지원받아 시비 사업으로 추진한 다

른 자치구( 구 등 13개)의 경우도 아래 [표 3]과 같이 총 32건의 투수블록 정비공

사를 시행하면서 19건의 공사에서 미끄럼 항기 값을 확인하기 한 시험 등

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블록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발주자 등 15개 자치구에서 총 38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미끄럼 항

기 값을 확인한 15건 공사 4건의 공사에서는 경사의 미끄럼 항기 값이

50BPN미만으로 나타났는데도 체 납품 요구 등 조치 없이 블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투수블록 미끄럼 항기 값 확인(시험)내역

구 분 합계
확인(시험)내역

미확인
소계 50BPN 이상 50BPN 미만

계 38 15 11 4 23

서 문,동작구 6 2 2 - 4

구 등 13개 자치구 32 13 9 4 19

이는 조달구매 블록 규격서의 품질‧성능기 (KS F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

로킹 블록
27)
)에서 경사의 미끄럼 항기 값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확인

26)BPN(British Pendulum Number):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시험한 결과 값,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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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발주자가 미끄럼 항기 값 미확인(시험)등으로 낮은 품질의 자재가

납품되어도 체납품 요구 등 시정조치를 못하여 기 미달자재가 시공되는 결과를

래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철 한 지도‧감독이 요구

된다.

2)보도정비공사의 투수기층 품질시험 미실시

｢도로공사 일반사항
28)
｣(KCS441000:국가건설기 ,2016)1.7(자재 리 일반사항)

｢서울시보도공사 매뉴얼｣(이하 “매뉴얼 등”이라 한다)제2부 2.2.5(재료 선정 시 수

사항)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사자재를 설계도서 요구조건 품질기 과의 합성

등 확인을 해 공사감독자에게 자재공 원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하고,재료는 KS 서울시 련 지침에서 정한 기 을 통과한 제품을 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뉴얼 등을 인용한 계약문서인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투수기층
29)
에

사용되는 골재 입도는 아래 [표 4]와 같이 투수기층의 입도기 에 합하여야 하며,

공극률은 최소 20% 이상 되도록 정하고 있다.

[표 4]투수기층 입도기

체사이즈 40㎜ 30㎜ 20㎜ 5㎜ 2.5㎜

통과 량 백분율(%) 100 80~100 55~85 15~30 5~20

그런데 발주자는 이 건 보도정비를 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투수기층 골재의

품질확인에 한 자재공 원 승인요청‧승인 차 이행 없이 그리고 자재에 한

공극률 확인을 한 시험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반입하여 투수기층을 설치

하여 공사를 완료하 다.

[표 5]투수기층에 한 자재공 원 승인 공극률 시험 황

27)인터로킹 블록:블록 상부에 하 이 가해 졌을 때 인 한 블록과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하 분산 효과

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하는 블록

28)건설기술 진흥법제44조 동법 시행령제65조 제6항에따라 시설물의안 공사시행의 정성과 품질확보등을 하여

시설물별로정한표 인시공기 을정하기 해작성한도로공사표 시방서로서도로법에서정한도로공사에 하여 용

29)투수기층은 빗물의 침투 빗물 장공간을 제공하며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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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 사 명
기 층　

종류 구매 자재공 원 공극률시험

서 문구 통일로(○○○ 주변)보도정비공사 투수기층 사 미승인 미실시

서 문구 △△△△ 앞(통일로)노후보도 정비공사 투수기층 사 미승인 미실시

서 문구 통일로(○○동)경 개선사업 투수기층 사 미승인 미실시

서 문구 □□□□~◎◎◎◎ 보도정비공사 혼합골재 사 미승인 미실시

동작구
2016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동작 로

투수기층 사 미승인 미실시

동작구 림로 보도환경 개선공사 투수기층 사 미승인 미실시

특히,투수기층으로 설계·시공한 통일로(○○○ 주변)보도정비공사 등에서는 아래

[사진] [표 6]과 같이 골재 포설상태 시공골재 품질시험 결과에 따르면

투수기층이 아닌 혼합기층으로 시공하여 투수기층 입도기 에 부 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사진]투수기층 골재 시공사례

(시료1, 통일로 *** 앞 투수기층) (시료2, 통일로 *** 앞 혼합기층) (시료3, 통일로 ***-* 앞 혼합기층)

[표 6]투수기층 시공골재 품질시험 결과

구분 통과 량 백분율(%)
시험

결과
체크기 40㎜ 30㎜ 20㎜ 5㎜ 2.5㎜

기 100 80~100 55~85 15~30 5~20

통과율

시료1 100 100 87 37 29 부 합

시료2 100 97 86 36 25 부 합

시료3 100 98 83 38 28 부 합

이와 련 도시교통실 등으로부터 산을 지원받아 시비 사업으로 추진한 다른

자치구( 구 등 13개)의 경우도 총 32건의 투수블록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따로

[붙임]과 같이 총 32건의 모든 공사에서 투수기층 골재의 품질확인에 한 자재

공 원 승인요청‧승인 차 이행 자재에 한 공극률 확인을 한 시험도 시행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반입하여 투수기층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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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시공자가 발주자로부터 자재 공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시험도

미 실시한 부 합(기 미달)자재(골재)를 반입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기층을 시공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계기 의견 검토결과

① 서 문구는 앞으로 보도정비공사 장마다 조달납품업체로 하여 미끄럼

항 시험성 서를 제출받아 미끄럼 항기 에 합여부를 검토하고,투수기층의

자재공 원 승인사항에 하여는 공사설계 단계부터 품질 리비를 정하게 책정

하여 품질확보에 철 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② 동작구는 조달납품업체 제품의 규격서에 미끄럼 항성 시험성 서를 요구

하여 확인 후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투수기층 사 자재 골재의 경우 서울시 보도

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입도기 만 제시하고 시공 시험 상 규모 시험횟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험을 미실시 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러나 구매 제품인 투수블록에 한 시험성 서가 아닌 불투수블록에 한

시험성 서의 미끄럼 항기 을 확인하고 있으며 투수기층에 사용되는 골재

시공에 한 합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③ 도시교통실은 앞으로 경사구간 보도정비 시 미끄럼 항기 에 충족하는

사 자재를 구매토록 자치구와 유 기 교육을 실시하고,투수기층의 품

질에 한 집 검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조치할 사항

서 문구청장,동작구청장은

공사감독자 등 련자에 하여 앞으로 보도정비공사의 사용 블록은 미끄럼

항기 의 품질시험값을 확인하여 합한 자재를 사용(미끄럼 항기 값 확인 불가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반품하고 체납품 요구),투수기층 골재의 품질확인에 한 자

재공 원 승인 차 품질시험을 이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업무에

철 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도시교통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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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등에 하여 보도정비공사의 사용 블록은 미끄럼 항기 에

합한 자재를 사용(미끄럼 항기 값 확인 불가 제품이 납품되는 경우에는 반품하고 체납

품 요구),보도정비공사의 투수기층 설치 목 에 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 검,감독업무에 철 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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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자치구 계약명 개요

계약
금액
(백만원)

계약
일자

준공
일자
( 정)

블록　 기층　

종류 구매

미끄럼
시험(반입전) 　

종류 구매 자재
공급원

공극률
시험시험

여부
시험값
(BPN)

1 중구 을지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도정비  
30a 415 2016.

6.20.
2016.11

.30.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2 중구 동호로(ㅇㅇ)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도정비 
36a 493 2016.

12.20.
2017.9.

18.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3 중구 순례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도정비  
48.3a 1,019 2018.

4.2.
2018.7.

19.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40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4 성동구 동일로 ***~***간 
보도정비공사

보도포장  
14a 183 2016.

04.19.
2016.07

.28.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5 성동구 마장로 및 마조로 
보행환경개선공사

보도포장 
14a 185 2016.

04.25.
2016.09

.02.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6 성동구 ▽▽▽▽▽ 주변 
보행환경개선공사

보도포장 
26.2a 273 2017.

03.29.
2017.07

.31.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7 성동구 ㅇㅇ동 ▲▲▲▲▲ 
도시경관 조성공사

보도포장 
19.2a 407 2017.

12.12
2018.07

.24.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8 성동구 ㅇㅇ동 상원길 
도시경관 조성공사

보도정비 
13a 586 2017.

12.12
2018.11

.15.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9 성동구 행당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도포장  
24.7a 218 2018.

04.05.
2018.08

.02.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52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10 성동구 마장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보도포장  
36.8a 305 2018.

04.03.
2018.10

.20.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48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11 광진구 용마산로 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  
42a 377 2017.

03.17
2017.8.

16.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혼합

골재 사급 미승인 미실시

12 동대문구 제기로 
보행환경개선공사

보도정비  
17.35a 등 140 2016.

06.03.
2016.10

.31.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13 동대문구 ▼▼▼▼ 주변 
보행환경개선공사

보도정비  
22.07a 등 217 2016.

09.06.
2016.12

.16.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14 동대문구
☆☆☆☆☆☆ 앞 
보행환경개선공사

보도정비  
24.68a

496 2016.
07.20.

2016.11
.17.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55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15 동대문구 한천로 *** 일대 
보행환경개선공사

보도정비  
33.14a 등 386 2018.

06.20.
2018.10

.22.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16 동대문구 장한로,무학로 노후보도 
정비사업

보도정비  
32a 등 357 2018.

06.20.
2018.11

.18.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17 성북구 ㅇㅇ동 외 3개소 빗물 
관리시설 확충공사

보도포장  
5.57a 217 

2017.
09.20

2017.12
.31.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18 성북구 2018년 성북구 빗물 
관리시설 확충공사

보도포장  
17.6a 281 2018.

07.16
2018.11

.30.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19 노원구 ★★★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구간 정비공사

보도정비 
30a 등 570 2017.

11.14.
2018.10

.15.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60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20 은평구 ●●●시장 활성화 
기반시설공사

보도정비  
12.0a 등

274 2017.
12.04

2018.06
.04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21 은평구 응암로**길 
보행환경개선사업

보도정비  
14.5a 등 323 2017.

11.15
2018.07

.17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22 서대문구 통일로(○○○ 주변) 
보도정비공사

보포도팡  
39.4a 411 2016.

6.3.
2016.12

.20.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붙임]

투수블록 보도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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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자치구 계약명 개요

계약
금액
(백만원)

계약
일자

준공
일자
( 정)

블록　 기층　

종류 구매

미끄럼
시험(반입전) 　

종류 구매 자재
공급원

공극률
시험시험

여부
시험값
(BPN)

23 서대문구 ◇◇◇◇ 앞(통일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보도포장 
15.26a 등 196 2017.

3.20.
2017.9.

19.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24 서대문구 통일로(○○동) 
경관개선사업

보도포장  
13.99a 등 162 2017.

9.4.
2017.12

.8.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51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25 서대문구 □□□□~◎◎◎◎
보도정비공사

보도포장  
10.16a 등 140 2018.

3.19.
2018.7.

16.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51　 혼합

골재 사급 미승인 미실시

26 강서구 화곡로 노후 보도 정비 
공사

보도정비 
48.8a 921 2017.

04.12
2017.11

.07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43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27 영등포구 도림로확장공사 보도정비5.
47a 288 2016.

3.23.
2016.12

.21.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42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28 동작구
2016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동작대로

보도포장  
36.85a 등 968 2016.

2.15.
2017.6.

26.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29 동작구 대림로 보도환경 
개선공사

보도포장 
17a 등 85 2017.

3.17.
2017.6.

21.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30 서초구 서초대로 빗물관리시설 
(투수블록 포장)  설치공사

보도포장6.
13a등 

55 2016.
09.26.

2016.12
.15.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31 서초구 강남대로 빗물관리시설 
(투수블록 포장) 설치공사

보도포장  
11.3a 등 89 2017.

04.04.
2017.07

.19.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57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32 서초구 ■■■ 주변 빗물관리시설 
(투수블록  포장) 설치공사

보도포장 
11.4a 등 108 2018.

02.26.
2018.10

.17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57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33 강남구 논현로 *** 주변 외 
5개소  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 
76.8a 등 665 2018.

03.08
2018.06

.11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34 강남구 도산대로 *** 주변 외  
4개소  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  
70.5a 등 562 2017.

03.09.
2017.06

.20.
투수
블록

조달
(지급) 미실시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35 송파구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공사

보도정비  
33.98a 448 2016.

12.23
2017.7.

31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70 혼합

골재 사급 미승인 미실시

36 송파구
♡♡♡♡(ㅇㅇ)주변외 
1개소  빗물관리시설 

확충공사

보도정비17
.22a 등 201 2017.

7.7
2017.10

.31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52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37 강동구 양재대로 보도정비공사
보도정비 
45.5a 등 430 2018.

04.13
2018.10

.31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58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38 강동구 ◊◊◊◊◊◊ 조성공사 보도정비  
25.7a 등

467 2018.
07.29

2018.12
.28

투수
블록

조달
(지급)

실시 70 투수
기층 사급 미승인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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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도막형바닥재 등 구매·설치 부 정

계 기 안 총 실,도시교통실,동작구청

내 용

동작구와 도로사업소(동부도로사업소 등 6개 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2016.1.부터 2018.8. 재까지 [붙임 1]과 같이 노후된 도로포장 정비를

하여 “○○○○길(9개소 포함)정비공사”등 14건의 정비공사와 “2016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등 10건의 정비공사를 각각 발주·시행하 다.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 규 제253호,‘15.9.21.)제13조

(규격) 제19조(검사)에 따르면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등

을 충족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기타 계서류에 의하여 품질,수량

등에 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계약이행 내용의 부 는 일부가 계약에 반되

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 ) ｢도로안 시설 설치 리지침｣

(국토교통부 규 제69호,2014.2.14.)(이하 “｢국토교통부 도로 리치침｣”이라 한다)제4편

(기타 안 시설)1.(미끄럼방지 포장),1.1.2( 용범 ) 1.1.6(구조)에 따르면 도로

에 용하는 미끄럼방지포장30)재료(골재,결합재)의 기 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국토교통부 도로 리지침」의 미끄럼방지포장 재료의 기

30)미끄럼방지포장 :노면의 미끄럼 항이 낮아진 곳,도로의 평면 종단 선형이 불량한 곳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

럼 항력을 높여 주어 자동차의 제동거리를 짧게 하기 한 목 으로 설치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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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   준

골재

 수 량 2.0% 하

    도
NO. 4(4.76㎜) 통과 90-100%
NO. 7(2.83㎜) 통과 90-100%

마  20% 하
해물함 량  , , 연한 편 0.25% 하, 5% 하

결합재

비   1.30 하
건 시간 6 내

강도(㎏/㎠)

재  1 20℃ 20 상

재  7
-10℃ 200 상
20℃ 50 상
60℃ 5 상

신 (%)
-10℃ 5 상
20℃ 15 상
30℃ 50 상

진내후 (%) (200시간 후 질량변 ) 63℃±3℃ -2.0 하
아스콘과  착강도((㎏/㎠) 20℃ 12 상

특히,조달청에 다수공 자계약31)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32)되고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의 단체표 규격33)(미끄럼방지포장재 표 규격서,조달

청공고 ‘16.1.7.)에 따르면 ‘미끄럼방지포장재’는 노면의 미끄럼 항이 낮아진

곳,도로의 평면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시인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로,미끄럼

사고 다발지역인 교차로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 항력을 높여주어 운 자의

안 운행과 보행자 시설물보호를 도모하는 미끄럼방지 포장의 재료와 시공

에 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면에 ‘도막형바닥재’(도막형바닥재 표 규격서,조달청공고 ‘15.12.8.)는 아스콘,콘

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 조성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

럼 방지 기능을 하는 유기질 무기질 폴리머 바닥재로 자 거도로,보행로,테마거

리 등에 용하고 차도,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용을 제외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이 단체표 규격의 품질 성능 기 등에 따르면 아래 [표 2]와 같이 ‘미끄럼

방지포장재’는 골재를 포함하고 있고 미끄럼 항(BPN)은 55이상이며,반면에

31)다수공 자계약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 에서 공통 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

매함에 있어 수요기 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품질·성능 는 효율 등이 같

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 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 자로 하는 공 계약을 말함

32)구매입찰공고 :｢다수공 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6조(공통상용규격 시험기 ) 제7조(구매입찰공고)에 따라 조

달청은 다수공 자계약에 의하여 수요물자를 구매할 경우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KS규격,단체표 규격 등)과 함께 구매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33)단체표 규격 :다수공 자계약으로 수요물자를 등록하는 업체는 해당제품에 한 단체표 규격을 충족하는 시험

성 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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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형바닥재’는 골재를 포함하지 않고 미끄럼 항(BPN)은 40이상으로 성능·기 을

정하고 있다

[표 2]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의 단체표 규격 성능비교표

① 골재의 성능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항     

 수 량 3.0% 하

    도
4.75㎜ 통과 95-100%
2.36㎜  80-100%

마  30% 하

해물함 량
어리 1.0% 하

0.08㎜ 체 통과량 3.0% 하

없

② 포장재 바닥재의 성능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구분 항 목
종류

1종 2종

라
이머

도(g/mL) 1.0±0.10

도(25℃)(mPa.s) 20이상300이하

가사시간(min) 25이하

VOC34)함량(%) 5이하

수지

도(g/mL) 1.0±0.10 1.0±0.10

도(25℃)(mPa.s) 20이상300이하 -

가사시간(min) 25이하 -

건조시간(경화)(min) 60이하 -

VOC함량(%) 5이하 5이하

인장강도
(MPa)

재령1일 20℃ 2이상 1이상

재령7일

-10℃ 20이상 3이상

20℃ 7이상 2.5이상

60℃ 0.5이상 0.25이상

신장률
(%)

재령7일

-10℃ 5이상 2.5이상

20℃ 40이상 15이상

60℃ 50이상 20이상

혼합
물

건조시간(고화)(min) 120이하

흡수율(%) 1.0이하

내염수성
3%(W/V)식염수에 96시간 담가
부풂,변색등이상이없어야함

내충격성
추의 충격으로 갈라짐 벗겨
짐 상이없어야함

착강도
(MPa)

콘크리트 1.5이상

아스팔트 1.0이상

압축강도(재령1일)(MPa) 20이상

진내후성
300시간시험후부풂,변색
등이없어야함

내마모시험
(50만회)

마모율% 1이하

미끄럼 항BPN 55이상

항 목 품질기

부착
강도
(N/㎟)

표 양생후

1.2이상
온·냉반복시험후

내마모성(mg) 200이내

속
(%)

납(Pb)

4종 모두 상도,도,하
도각각0.1이하

카드뮴(Cd)

6가크롬(Cr＋6)

수은(Hg)

VOCs
함량
(%)

상도 5.0이하

도 5.0이하

하도 5.0이하

진
내후성

겉모양
300시간 후 갈라짐 부
풂,떨어짐이없을것

색차 Δ 3.0이하

미끄럼 항성(BPN) ·40이상

34)VOC: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OrganicCompounds),ahems유기액체 물질 는 고체로 하고 있는

기의 온도와 압력하에서 자발 으로 증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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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조달청에서는 2017.4.27.보차 혼용되는 이면도로의 ‘도막형바닥재’

용 여부에 해 차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

로에는 안 확보와 품질 리(유지)등을 해 ‘도막형바닥재’사용을 제외하고 있

으니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의 미끄럼방지 기능 확보가 필요한 경우 ‘미끄럼방지포

장재’사용을 검토토록 서울시(보행정책과)로 회신한 바 있으며 해당 공문은 25개 자

치구에도 통보된 바 있다.

그 다면 발주자는 차도 측구를 정비할 경우 보도·자 거도로 등에만 용

가능한 ‘도막형바닥재’가 아닌 ‘미끄럼방지포장재’등 차도 용이 가능한 다른 포장재

를 선정·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물품구매 계약 후 계약된 규격 로 납품·설치

되었는지 품질과 수량 등을 확인·검사하고 계약내용에 반된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

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발주자(동작구,도로사업소)는 총 24건의 노후된 포장도로 정비공사를 시

행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총 47건 42건의 도막형 바닥재를 조달 구매하

여 차도와 측구에 설치(보수)하 다.

동작구의 경우 총 29건 26건(면 9,927㎡, 액 377백만원)의 ‘도막형바닥재’

를 조달 구매하여 차도와 측구에 설치(보수)하 으며,도로사업소는 총 18건

16건(면 62,693㎡, 액 943백만원)을 ‘도막형바닥재’로 조달 구매하여 이를 차도

와 측구에 설치(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동작구청 사업소 도막형바닥재 구매·설치 황 (2016.1.~2018.8.재)

구  분 총계
일반도로 차도

보행자(자전거)도로
소계

차도 측구

건수 면적(㎡) 금액(천원) 건수 면적(㎡) 금액(천원) 건수 면적(㎡) 금액(천원)

총계 47 42 22 67,166 1,111,338 20 5,454 208,131 5 4,116 122,976

동작구

소계 29 26 12 8,801 334,293 14 1,126 42,225 3 136 4,556
'다'과 21 20 8 6,651 248,400 12 934 35,025 1 38 1,178

‘마’과 6 4 2 98 3,378 2 192 7,200 2 98 3,378
'다'과 2 2 2 2,052 82,515

도로

사업소

소계 18 16 10 58,365 777,045 6 4,328 165,906 2 3,980 118,420

동부도로 1 1 - - - 1 826 35,518 - - -

서부도로 6 6 4 20,020 280,366 2 1,802 67,575 - - -

남부도로 2 2 - - - 2 1,330 49,789 - - -

북부도로 4 2 1 5,413 59,543 1 370 13,024 2 3,980 118,420

성동도로 4 4 4 25,020 350,104 - - - -
강서도로 1 1 1 7,912 87,032 - - - - - -

이와 련 동작구청에서 구매·설치한 도막형바닥재 29건 14건(48%)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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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업소 18건 11건(61%)은 ♤♤♤(A사)제품으로 확인되고 이때 동작구청에

서 조달청과 구매 계약하여 납품 요구한 ♤♤♤(A사)제품의 계약된 제품규격에는

‘도막형바닥재,아크릴,보행로/자 거도로’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에 동작구청에서 납품받아 일반 차도(차도,측구)에 용(14건)된 ♤♤♤ 제품

설명서35)에 따르면 측구보수공법36)(특허 제**-*******호,B사)으로 제품의 구성 성

분은 개질에멀젼,칼라쇄석골재,물,시멘트,안료이며 이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박

층으로 포설하는 ‘개질유화아스팔트’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에서도 구매·설치한 ♤♤♤ 제품 11건 2건은 일반 차도의

방 유지보수를 시행하면서 ‘도막형바닥재,아크릴,보행로/자 거도로’로 조달

구매하여 납품 요구37)한 계약내용(규격,성분 등)과 다른 ‘개질유화아스팔트’를 납품

받아 시공하고 계약내용과 동일한 제품이 납품·설치된 것으로 공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 안 총 실(도로 리과)에서는 2016.7.5.차도를 방 으로 유

지 리하기 하여 “ 방 유지보수 활성화 책 추진계획”(‘16.7.4.도로 리과

-10349,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6개 도로사업소에 간담회참석 업체 황

(15개 업체)을 첨부하여 통보하면서 ‘방 유지보수공법(제품)’(♤♤♤,♧♧♧공법포함)

을 2017년 부터 조달 구매하여 장설치도로 설치할 것을 극 추진 권장하 다.

이때 통보된 업체(15개) 방 유지보수공법(제품)을 조달 등록한 업체는

없어 방 유지보수공법(제품)을 조달 구매하여 장설치도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었고,반면 ♤♤♤ 공법(제품)업체(A사)는 ‘방 유지보수공법(제품)’이 아

닌 ‘도막형바닥재’로 제품을 조달에 등록하고는 ‘방 유지보수공법(제품)’으로 설

치 가능한 것으로 제품을 매한 것으로 확인38)된다.

결과 으로 차도의 방 유지보수공법(제품)에 차도 용이 제외되는 아크릴

수지 규격의 도막형바닥재를 구매하고 장에는 개질유화아스팔트를 설치함으로써

35)♤♤♤ 제품설명서 :동작구청에서는 측구보수공법으로 측구에 사용가능한 제품이며 그 증빙자료로 ♤♤♤ 제품

설명서를 제출함

36)♤♤♤ 측구보수공법 :평 삭 필요없이 기존 바탕면 청소 후 라이머 도포 후 ♤♤♤를 시공하고 노면이 평탄하지

않은 곳은 ♤♤♤ 조 층 시공 후 칼라 ♤♤♤를 시공함

37)조달청 분할납품요구 통지(납품요구번호):(서부도로사업소)12-17-1-57097-00(‘17.8.1.),(성동도로사업소)

12-17-1-73233-00(’17.10.17.)

38)2018.11.7.납품업체(㈜A사)의견서 제출 :MSK(마이크로 포장)공법은 방 유지보수 공법으로 아스팔트 도

로에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2011년 도막형바닥재 조달 등록 당시 수지 규격,보·차 용기 등이 없어 조달 등록

하여 도로에 사용해 왔고 2016년 제품규격서에 차도 제외라는 문구는 있었으나 업상 발주처의 극 인 언 이

없어 차도에 사용하 음.2016년 제품규격, 용 상 등이 강화되고 조달청의 분류체계 변경요청으로 2017년부

터 아크릴수지 규격으로 변경하 으나 2018년 재는 조달에 등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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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목 과 용도에 맞는 제품의 성능을 기 할 수 없고 차도의 기능과 안 성도

담보할 수 없는 결과가 래되었다.

따라서 발주자의 계약내용과 다른 규격의 제품 설치,계약내용과 동일한 제품이

납품·설치된 것으로 검사· 공한 행 등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등 련

규정을 반 한 것이다

계기 의견 검토의견

이에 하여 동작구는 도막형바닥재를 부분 보·차 겸용도로 통시장 내

도로 등의 경 조성을 목 으로 설치한 것이고 측구는 차로가 아니고 일부 보행로

기능도 겸하는 것이며,조달청 쇼핑몰기획과-2663호(‘17.4.27.)에 도막형바닥재가

콘크리트 바닥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 조성을 해 공 되는 자재이고 미

끄럼 시험결과 차도의 미끄럼 항 기 이상이며 아스콘,콘크리트 강도를

보완하기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MSK 제품의 조달청 규격서에 따르면 아크릴수지가 포함된 혼합제를

골재와 혼합하여 시공하는 제품이고 시공 한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하 다고 하

며,‘2017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도막형바닥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 연구

원39)의 장 시험결과 합격하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달청 쇼핑몰기획과-2663호(‘17.4.27.)는 차와 보행자가 혼용되는

이면도로 용가능 여부 질의내용에 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도막형바닥재

사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회신한 것이며,특히 ♤♤♤ 제품은 개질유화아스팔트

이므로 조달 계약내용 제품규격서에 명시된 아크릴수지 제품과 다른 것이므

로 동작구청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한 시험은 단체표 규격에서

정한 도막형바닥재의 품질기 (부착강도,내마모성, 속,VOCs함량, 진내후성,미끄럼

항성)을 시험한 것이고,지 내용은 방 유지보수(공법)자재로 조달 등록되지

못하고 안 성 등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도막형바닥재를 구매하여 보도가 아닌

차도에 설치한 사항,구매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을 납품·설치하고 구매내용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설치한 것으로 검사 공한 사항 등 이므로 이유가 없다.

39)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조달청에서 지정한 품질시험 문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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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동작구청장은

제품 성능이 검증되지 않고 구매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을 납품·설치하고도 계

약내용 로 납품된 것으로 검사· 공하여 계약조건 등 련규정을 반한 련공무

원은 신분상 조치하고 직원 교육과 지도·감독 업무를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주

의요구)

※ 신분상 조치 요구

-공사감독 물품구매 업무 소홀 련공무원 “주의”등 조치

안 총 실장(도로 리과장)은

사업소와 자치구에 련규정에 합하고 안 성 등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차도에 설치하도록 통보 조치하고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을 납품·설치하여 계약조건 등

련규정을 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등 지도· 검 업무를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도시교통실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단체표 규격(두께 5㎜이하,아크릴,입도 2.5㎜이하 규사 등)과 같

은 ‘도막형바닥재’의 측구 사용가능여부와 시공상 문제 안 성을 검토 확인하

여 그 결과를 자치구 사업소에 통보 조치하고 직원 교육 등 지도· 검 업무를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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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도막 닥재 구매· 치 황

□ 동작구청

부서명 공 사 명 계약일
시공
부

업체명 제품규격
(제품번호,두께)

시공
두께

면 (㎡) 액(천원)

계 9,965 377,696

도
리과

○○○○  9개  도 비
( 주민참여사업)

‘16.5.26. 차도 C사 ***-***, 1.5㎜ 780 29,718

◎◎◎◎◎거리  11개  
보도  도 시 물 비공사

‘16.6.1. 차도 D사 **-****, 3㎜ 389 13,226

○○○○  9개  도 비
( 주민참여사업)

‘16.7.1. 차도 C사 ***-***, 1.5㎜ 1,560 59,436

2016  도 시 물 
지보수공사(연간단가)

‘16.7.25.
보행
도

D사 **-****, 2.5㎜ 38 1,178

○○○○  9개  도 비
( 주민참여사업)

‘16.8.18. 차도 C사 ***-***, 1.5㎜ 342 13,030

상도 *동 □□□□시  사업 ‘16.10.20. 차도 E사 **-****, 3㎜ 700 26,460

승 **  11개  도 비 
( 주민참여사업)

‘17.3.3. 측구 A사 ***-**/5㎜/아크릴
15

137 4,795

“ ‘17.3.3. 측구 A사 ***-***/10㎜/아크릴 137 5,480

2017  도 시 물 지보수공사 ‘17.3.6. 측구 A사 ***-**/5㎜/아크릴
15

50 1,750

“ ‘17.3.6. 측구 A사 ***-***/10㎜/아크릴 50 2,000

승 **  11개  도 비 
( 주민참여사업)

‘17.4.4. 차도 C사 ***-***/1.5㎜ 700 26,670

“ ‘17.4.6. 차도 F사 **-****/2.5㎜ 1,230 43,665

여 **  험도  비공사 ‘17.4.26. 측구 A사 ***-**/5㎜/아크릴
15

75 2,625

“ ‘17.4.26. 측구 A사 ***-***/10㎜/아크릴 75 3,000

2017  도 착복 공사 ‘17.5.2. 측구 A사 ***-**/5㎜/아크릴
15

116 4,060

“ ‘17.5.2. 측구 A사 ***-***/10㎜,/아크릴 116 4,640

여 **  보행 경개 공사 ‘17.5.8. 측구 A사 ***-**/5㎜/아크릴
15

17 595

“ ‘17.5.8. 측구 A사 ***-***/10㎜/아크릴 17 680

승 **  11개  도 비 
( 주민참여사업)

‘17.6.30. 차도 C사 ***-***/1.5㎜ 950 36,195

2017  도 착복 공사 ‘17.11.23. 측구 A사 ***-**/5㎜/아크릴
15

72 2,520

“ ‘17.11.23. 측구 A사 ***-***/10㎜/아크릴 72 2,880

‘마’과

★★역~△△△△주변
하수  비공사

‘17.6.22. 측구 A사 ***-**/5㎜/아크릴
15

96 3,360

“ ‘17.6.22. 측구 A사 ***-***/10㎜/아크릴 96 3,840

내 후 량 거 2 역 비공사 ‘17.12.4.
보행
도

G사 **-****, 3㎜ 30 1,134

2017  내 하수시 물  하천 
지보수 공사

‘17.12.4.
보행
도

H사 스 실, 1.7㎜ 68 2,244

통
행 과

2016 보행 우 도  ‘16.9.12. 차도 I사 ***-***, 2.5㎜ 1,590 65,190

2017 ▽▽▽ ‘17.8.9. 차도 J사 ***-****, 2.5㎜ 462 1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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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사업소

기 명 사업명 계약일
시공
부

업체명
제품규격

(제품번호,두께 등)
면 (㎡)

시공
두께

액(천원)

소 계 66,673 1,061,457

동부도로 2016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16.11.18. 측구 K사 **-****/18㎜ 826 18 35,518

서부도로

2016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16.9.6. 측구 A사 ***-**/5㎜ 901
15

31,535

2016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16.9.6. 측구 A사 ***-***/10㎜ 901 36,040

2016 방 유지보수 ‘16.10.10. 차도 A사 ***-**/6㎜ 7,319 6 80,509

2017 방 유지보수 ‘17.9.14. 차도 L사 **-***/2㎜ 1,630 2 24,450

2017 방 유지보수 ‘17.7.1. 차도 A사 ***-**/9㎜/아크릴 4,671 9 79,407

2017 방 유지보수 ‘17.8.1. 차도 L사 **-***/2㎜ 6,400 2 96,000

남부도로

2016노후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A구역)

‘16.9.23. 측구 A사 ***-**/5㎜ 665
15

23,275

“ ‘16.9.23. 측구 A사 ***-***/10㎜ 665 26,600

북부도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2구역 ‘16.8.24. 측구 A사 **-******/50㎜ 370 50 13,024

방 유지보수 ‘16.10.12. 차도 A사 ***-**/15㎜ 5,413 15 59,543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2구역 ‘17.4.11.
자 거
도로

M사 ******,2.7㎜ 1,380 2.7 46,920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1구역 ‘18.3.29.
자 거
도로

N사 **-***/2㎜ 2,600 2 71,500

성동도로

방 유지보수공사 ‘16.10.12. 차도 A사 ***-**/6㎜ 9,224 6 101,464

방 유지보수공사 ‘17.10.17. 차도 A사 ***-**/9㎜/아크릴 5,850 9 99,450

방 유지보수공사 ‘17.10.17. 차도 L사 **-***/2㎜ 6,560 2 98,400

방 유지보수공사 ‘17.11.17. 차도 L사 **-***/2㎜ 3,386 2 50,790

강서도로 포장도로 방 유지보수 ‘16.10.21. 차도 A사 ***-**/6㎜ 7,912 6 8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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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회

시 정 요 구

제 목 노후탄성포장 설치비의 검사 부 정 과다계상

계 기 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용

부공원녹지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2017.5.19.남산 북측순환로

○○○공원 노후탄성포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하 “이건 용역”이라 한다)을 A사(

표 갑)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2017.11.30.완료( 액:14백만원)하 으며,

이후 2017.12.1.○○○공원 노후탄성포장 정비공사(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

를 B사( 표 을)과 계약하여 공사 시행하고 2018.7.2.에 공( 액:221백만원)

하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제2장( 정가격 작성요령)제5 (원가계산

에 따른 정가격 결정)2.(원가계산의 비목)에 따르면 원가계산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기 제13장(공사계약의 일반조건)제6 (공사 설계의 변경)1.(설계변경)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락(오류) 는 상호 모순되는 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제8

(용역의 완성과 가 지 )1.(용역 완성의 검사)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검사과정에서

계약상 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부 는 일부가 계약에 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

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64조(검사)제5항

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 자의 계약이행내용의 부 는 일부

가 계약에 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 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발주자는 이 건 용역·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후 탄성포장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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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코르크포장’공종 ‘코르크포장 포설 다짐’공종의 원가를 산정하면서 재

료비,노무비,경비 등 각각의 비목별로 구분 산출하여 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재료비 비목에 일 용 계상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 다.

[표 1]산출내역서
(단 :원)

공종명 규격
량

(㎡)
재료 노 경 합 계

단가 액 단가 액 단가 액 단가 액

르크포장 T15 812 84,558 68,661,178 84,558 68,661,178

르크포장 포   다짐 T15 780 11,950 9,321,000 11,950 9,321,000

이때 ‘코르크포장’공종에는 포장의 재료비 뿐만 아니라 포설 다짐 등을 한

노무비,경비 등 설치비가 기 포함40)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련 ‘코르크포장’공종의 원가에는 포설 다짐 등을 한 설치비가 기

포함되어 있는데도 ’코르크포장 포설 다짐‘공종을 재료비 비목으로 추가( 복)

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이건 용역을 공하 으며,이후 이건 공사를 발주

하여 아무런 시정조치 등 없이 그 로 공처리 하 다.

그 결과 ‘코르크포장’의 설치비를 복 계상하여 이건 용역 공사를 공함으

로써 아래 [표 2]와 같이 11,647천원의 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래하 다.

〔표 2〕과다 계상·지 액
(단 :원)

공종명 규격
량

(㎡)

당 (재료 ) 재산 (재료 ) 과다과소
지 액
(①-②)

고
단가 액(①) 단가 액(②)

르크포장 T15, 장 치도 812 84,558 68,661,096 84,558 68,661,096

르크포장 포   다짐 T15 780 11,950 9,321,000 복계상 삭

소    계 77,982,096 68,661,096 9,321,000

 경 26,293,884 23,966,901 2,326,983

계(Ⓑ (소계+ 경 ) 104,275,980 92,627,997 11,647,983

계기 의견

발주자는 설계용역 공사 발주 당시 업무담당자가 2017.2.1.발령받은

신규 공무원으로 건 설계용역과 공사 외에도 다른 공사 용역 업무와 각종

검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여 경험에 비해 과 한 업무수행으로 복 계상된 단가

임을 인지하지 못하 고, 공 시 담당자는 이미 설계용역과 1차 설계변경으로 계

약된 단가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처리하 으나,향후 면 히 검토하여

40)‘코르크포장’에는 해당 포장 설치비가 기 포함 :산출내역서의 기 자료인 물가정보지(가격해설)에 따르면 ‘코르크포장’

비용은 재료비에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장설치도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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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재료비로 복 계상된 ‘코르크포장 포설 다짐’비용의 과다지 액

11,647천원은 시공자로 하여 회수조치 하겠다고 한다.

조치할 사항

부공원녹지사업소 소장은

① ‘코르크포장 포설 다짐’공종을 복 계상하여 과다 지 한 11,647천원은

시공자로부터 회수조치 하시고 앞으로 용역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산

을 낭비하고 련규정을 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련자에 해 지도·교육

하고 감독업무를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신분상 조치

-설계용역·공사 감독 소홀 련공무원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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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회

통 보

제 목 노후 탄성포장정비공사 시공‧검측 부 정

계 기 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용

부공원녹지사업소(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에서는 공원이용객 안 성 확보를

하여 2017.12.11.A사 외 1개사(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노후 아스팔트콘크

리트 포장 13.9a등을 정비하는 “○○공원 북측순환로 노후 탄성포장 정비공사”(이

하 “이 건 정비공사”라 한다)계약을 맺어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행 약서｣(이하

“ 약서”라 한다)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으로 하여 행 감독하

게 하여 2018.9.15. 공( 액 339백만원)하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 등에 따르면 시공자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이행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 리방식 검토기 업무수행지침｣제4조(성실 청렴의무)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계약서의 내용 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

시공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건 정비공사의 시방서 5-2-4(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따르면 시공

자는 포장의 두께측정은 매층당 3,000㎡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공자는 이 건 정비공사 과정에서 ○○공원 북측순환로에 칼라아스

팔트콘크리트(이하 “칼라아스콘”이라 한다)포장공종을 시행하면서 공사구간 ○○

공원 공원가로등 NO.**~NO.**구간(면 1.2a,폭 3m,연장 40m)에서는 설

계도면 시방서 규정에 따라 칼라아스콘의 두께를 5㎝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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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과 같이 칼라아스콘(표층)의 두께(표층)를 3.3㎝로 시공하여 설계도서

보다 1.7㎝를 부족되게 시공하 다.

그리고 발주자가 장 실정보고(1차)승인한 문서(‘가’과-2654,’18.6.14.)에

따라 ○○공원 공원가로등 NO.**~NO.***구간(연장:1.71㎞)의 L형 측구(폭

40㎝)부문에서는 칼라아스콘 포장 기층으로 이용하기 한 측구의 높이 5㎝를 삭

하지 아니하고 두께(높이)를 2~4㎝로 삭하여 설계도서 보다 1~3㎝ 부족 되게

삭(시공)하 다.

[사진]칼라아스콘 표층 측구 삭 황

(포장 횡단면도) (표층 포장두께: 3.3㎝) (측구 절삭깊이: 2.4㎝)

이때 시공자는 시공된 포장의 두께 측정을 한 코어 채취 두께( 삭두께 포함)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 으며,공사감독자도 포장 등 시공 련 두께 측정실시 여부

등에 한 확인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시공자가 칼라아스콘 두께 등을 부족 시공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래

하 고,아래 [표]와 같이 칼라아스콘 포장 측구 삭에 따른 6,872천원 상당의

액을 재시공하게 되었다.

[표]부족시공 재시공 내역
( 액 단 :천원)

공종 규격 단 수량 단가(원) 직 공사비 제경비 등 합계

계 4,525 2,347 6,872

콘크리트 삭 측구부-2,
T=5㎝(야간) ㎡ 684 6,147 4,204

2,347 6,872
아스팔트 삭(2m) 연속구간,t=50㎜,

2m(야간) ㎡ 80 1,243 99

아스팔트 삭(1m) 연속구간,t=50㎜,
1m(야간) ㎡ 40 4,099 163

아스팔트표층(기계시공) 3m≤B ㎡ 120 495 59

그리고 공사감독자가 시공자의 부실시공 등에 한 확인‧검측 등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 발생 재시공을 래하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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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공자의 두께 부족 등 부실시공 이로 인한 재시공을 래한 행 는

설계도서,시방서,｢공사계약 일반조건｣등 련규정을 반한 것으로「건설기술 진

흥법」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19조(건설기술자에 한 시

정지시 등)규정의 용 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의 확인·검측 등을 소홀히 한 행 는 ｢건설공사 사업 리방식

검토기 업무수행지침｣등 련규정을 반한 것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 다.

계기 의견

부공원녹지사업소는 품질시험에 한 실시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설계기 에

미달되는 측구 구간과 칼라아스콘 두께 부족시공 구간은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

하 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조치할 사항

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 설계도서 등 기 과 다르게 칼라아스콘 등을 부실 시공하여 련규정을

반한 건설기술자( 장 리인)에 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9조(건설

기술자에 한 시정지시 등)규정에 따라 “주의”조치하기 바랍니다.(통보)

소속
건설기술자

직책 성 명 생년월일

A사 장 리인 갑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사감독자에 하여 앞으로 설계도서,시방서 등 련규정 등 기 에 따라 시공

확인·검측 등을 제 로 하여 부실공사(재시공)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철 히 하시기 바라며,귀 공단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신분상 조치

-시공 확인·검측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 련자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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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회

통 보

제 목 맨홀정비공사 신기술활용심의 원회 심의사항 미반 발주 등

계 기 동부도로사업소

내 용

동부도로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량

맨홀을 정비하기 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2015년 포장도로 불량맨홀 정비공사

등(이하 “이건 정비공사”라 한다)총 5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불량맨홀 정비공사 황

년도 공사명 계약상 자
(시공자)

계약 액
(천원)

공사기간 규모 용공법

2015 2015년 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

A사 572,270
’15.5.15.
~’15.12.23.

맨홀정비
758개

환경신기술
제***호

2016 2016년 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

B사 874,840
’16.4.7.

~’16.12.26.
맨홀정비
944개

환경신기술
제***호

2017

2017년 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

C사 678,210
’17.3.16.
~’17.12.20.

맨홀정비
620개

환경신기술
제***호

2017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동부)

D사 1,846,240
’17.3.22.
~’17.11.30.

맨홀정비
291개 등

환경신기술
제***호

2018 2018년 포장도로
불량맨홀정비공사(연간단가)

C사 770,079
’18.4.17.
~’18.12.20.

맨홀정비
874개

환경신기술
제***호

1)서울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원회 심의사항 미반 발주 시행

발주자는 이 건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불량맨홀 보수공법으로 환경신기술

(제444호 등)을 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3,487개의 불량

맨홀을 정비하 다.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 진에 한 조례｣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심의‧자문결과 조치 등)제2항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서울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원회(이하 “신기술 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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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 2015년 제*차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 원회 심의결과(’15.4.

23.,이하 ‘신기술 원회 심의결과’라 한다)에 따르면 이건 정비공사에 용된 환경신기술

(제***호 등)에 하여 “야간 주거지 소음기 (55db) 과에 한 책,높이조

용 속경 모르타르(10~15분)강도 기 ”등 심의 내용을 “맨홀정비공사 시방

서 유지 리지침서(이하 ‘신기술시방서’라 한다)”에 구체 으로 보완 작성·반

할 것을 조건으로 수용된 바 있다.

따라서 발주자는 신기술 원회의 심의결과 등이 보완 작성· 용된 신기술

시방서 등을 반 하여 이 건 정비공사를 발주·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발주자는 불량맨홀 정비를 한 보수공법으로 환경신기술을 용

하여 이 건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신기술 원회 심의결과 내용

등을 신기술시방서 등에 반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완료하 다.

그 결과 발주자가 신기술 원회 심의결과 내용을 미반 하여 이 건 정비공사를

발주·시행함으로써 신기술의 용 유무에 한 신뢰 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를 래하 다.

따라서 발주자의 신기술 원회 심의결과 내용 미반 발주·시행 행 는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 진에 한 조례｣제6조 등 련규정을 반한 것으로 이건 정비

공사의 설계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 다.

2)불량맨홀 정비공사 품질시험 미실시

발주자는 이 건 정비공사의 불량맨홀 보수공법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환경

신기술(제***호 등)을 용하여 2015년 부터 2018년 8월 까지 총 3,487개의 불

량맨홀을 정비하 다.

[표 2]맨홀정비 신기술 공법 개요 황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물량(개) 758 944 620 291 874

용공법
환경신기술
제***호

환경신기술
제***호

환경신기술
제***호

환경신기술
제***호

환경신기술
제***호

층별
구성
재료

표층
가열아스팔트
( 장생산)

가열아스팔트
( 장생산)

속경
콘크리트

아스콘
속경

콘크리트

기층
속경

콘크리트
속경

콘크리트
속경

콘크리트
속경

콘크리트
속경

콘크리트

이와 련 환경신기술 공법을 용하여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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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배합,재료( 속경 콘크리트,아스팔트 등)의 양생시간 부족 등 품질이 제 로 확보

되지 않아 아래 [사진 1]과 같이 맨홀 보수 부 의 침하,균열 재료 탈락

등의 손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 1]정비맨홀 손상사례

(보수부위 침하) (보수부위 균열) (보수부위 재료 탈락)

｢서울시 맨홀정비공사 시방서｣(이하 “시방서”라 한다)1.5.1( 공검사),4.2.3

(품질시험 방법)에 따르면 시공자는 발주자(공사감독자)가 지정한 맨홀에 하여

공시 완성된 목 물의 시편을 채취(50개소당 1개소,최소 3개소 이상)하여 다짐도,

강도 등 품질시험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품질시험에 사용되는

시편은 공사완료 후 코어 채취 맨홀보수 공사에 사용한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이용하여야 하며,품질시험은 장 는 실내에서 제작된 공시체를 사용하여 공인된

시험 문기 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계약 일반조건｣제5 (공사계약의 이행) ｢건설공사 사업 리방식

검토기 업무수행지침｣제4조(성실 청렴의무)에 따라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의 내용 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에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공자는 [표 2]와 같이 2015년 부터 2018.8월 까지 매년

불량맨홀 정비를 한 이건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시방서 등 련 기 에 따른

완성된 맨홀의 시편을 채취하여 다짐도,강도 등 품질기 에 한 합 여부 등에

한 품질시험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신청을 하 으며,

그리고 발주자는 시공자로 하여 보수 정비가 완료된 맨홀을 지정하여 품질

시험을 이행하도록 시정요구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공처리하 다.

그 결과 시공자가 품질시험 미실시 발주자가 이에 한 시정요구 등을 미

이행함으로써 아래 [사진 2]와 같이 신기술공법이 용된 정비맨홀 용역
41)
결과

41)서울시 안 총 실(도로 리과)에서 시행한 도로평탄성 향상을 한 맨홀정비 신공법 시공품질 개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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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물량의 총 75개 55개(73%)의 맨홀에서 보수부 균열 재료 탈락되는

등 품질 리 소홀에 따른 해당 맨홀의 공용수명 단축으로 결국 산낭비 발생을

래하게 되었다.

[사진 2]정비맨홀 손상 등 부실발생 사례

(2015년 정비맨홀 균열, 상일로) (2015년 정비맨홀 균열, 양재대로) (2016년 정비맨홀 재료 탈락, 양재대로)

※ 도로평탄성 향상을 위한 맨홀정비 신공법 시공품질 개선 용역(’17. 8 .22. ~ ’18. 6. 14.) 보고서 등재사진 발췌

따라서 시공자의 품질시험 미실시 행 는 계약내용 시방서 등 련 규정을

반한 것으로「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같은 법 시행

규칙 19조(건설기술자에 한 시정지시 등)규정의 용 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사감독자의 시공자 계약의 불이행에 한 시정을 미요구행 는 국토

교통부 지침 등 련기 을 반한 것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 다.

3)신기술 사용 약 방식 부 정

발주자는 이 건 정비공사 “2017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동부)”(이하 “도로정비

공사”라 한다)를 2017.3.22.A사와 계약을 맺고( 액 1,846백만원)시행하여 2017.

11.30.에 공하 다.그리고 B사와 용역 계약하여 공사감독을 행하게 하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제1장 제7호(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제4장

제2호(제한요령)에 따르면 발주자는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기술보

유자 등과 사용 약을 직 체결하여야 하거나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발주자는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맨홀보수를 신규 공종으로 포함하면서 신기술 보유자와 사용 약을 직 체

결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자로 하여 직 신기술 보유자와 사용 약서 는 기

술지원 약서를 체결·제출하게 하여 신기술(환경신기술 제***호)을 선정하고 총 291

개의 불량맨홀을 정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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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발주자가 신기술 보유자와 약 미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방

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 ｣등 련규정에 반되게 되었다.

계기 의견

동부도로사업소는 앞으로는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원회 심의사항에 하여 계약

문서 포함 신기술 보유자와 사용 약을 직 체결하고 품질시험을 철 하게 실시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조치할 사항

동부도로사업소장은

① 설계‧공사감독 련자에 하여 신기술공법으로 맨홀을 정비하는 경우 건설

신기술활용심의 원회의 심의사항을 반 한 시방서를 계약문서에 포함 완성된

목 물의 품질시험을 하여 정 품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 보유자와

사용 약을 직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철 히 기하기 바랍니다.(통보)

※ 신분상 조치

-품질시험 확인 등 감독업무 소홀 련공무원에게 “훈계”등 조치

②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이건 정비공사 시방서 등 규정을 반한

각각 건설기술자( 장 리인)에 하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9조(건설기

술자에 한 시정지시 등)규정에 따라 “주의”조치하기 바랍니다.(통보)

소속
건설기술자

직책 성 명 생년월일
A사 장 리인 갑 **.**.**.

B사 장 리인 을 **.**.**.

C사 장 리인 병 **.**.**.

D사 장 리인 정 **.**.**.

C사 장 리인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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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제 목 맨홀정비공사 발주‧시행 련 지도‧감독 업무 소홀

계 기 안 총 실

내 용

안 총 실(도로 리과)에서는 포장도로 맨홀 리 업무,도로·포장 리시스템 운

‧유지 리업무에 한 도로사업소에 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건설신기술활용심의 원회 심의사항 미반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진에 한 조례｣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심의‧자문결과 조치 등)제2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활용

심의 원회(이하 “심의 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부도로사업소 등 6개 도로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15년

이후 맨홀신기술 공법을 용하여 총 24건의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심의 원회의 심의사항인 야간 주거지 소음기 (55db) 과에 한

책 등이 보완된 “맨홀시방서 유지 리지침서”를 계약문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10건의 공사를 발주‧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1]맨홀시방서 계약문서 포함 여부

년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2015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미포함
2016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포함

2017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미포함

2018 미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미포함

그 결과 발주자가 심의 원회의 심의사항을 계약문서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시공자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부실공

사가 발생할 우려를 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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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량맨홀 정비공사 품질시험 미실시

｢서울시 맨홀정비공사 시방서｣1.5.1.( 공검사)에 따르면 시공자는 공시 완

성된 목 물의 시편을 채취(50개소당 1개소,최소 3개소 이상)하여 품질시험(높이 조

층 압축강도,기층‧표층 아스콘 장다짐도,기층‧표층 아스콘 공극률,표층 평탄성 등 6개 항

목)을 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동부도로사업소 등 6개 도로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불량맨홀 정비공사(18건)시행과정에서 련규정에 따른 완성된 목

물의 품질시험(기층‧표층 아스콘 장다짐도,기층‧표층 아스콘 공극률,표층 평탄성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공 처리하고 있다.

[표 2]정비맨홀 품질시험 황

년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2015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일부시행
(높이조 층)

미시행 미시행

2016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일부시행
(높이조 층)

미시행 미시행

2017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일부시행
(높이조 층)

미시행 미시행

그 결과 발주자가 품질시험을 미실시함으로써 아래 [사진]과 같이 정비맨홀의 보

수부 균열 재료 탈락되는 등 품질 시공 리 소홀에 따른 해당 맨홀의 공

용수명 단축으로 결국 산낭비 발생을 래하게 되었다.

[사진]정비 맨홀 손상발생 사례

정비맨홀 균열(상일로) 정비맨홀 균열(양재대로) 정비맨홀 재료 탈락(양재대로)

3)포장도로 리시스템(맨홀)입력률 조

국토교통부의 ｢도로상 작업구 설치 리지침｣제14조(작업구 리 장)에 따

르면 도로 리청은 작업구(맨홀) 리 장을 자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리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안 총 실(도로 리과)에서는 맨홀 검 정비 실 등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하여 2016년 이후 212백만원 산으로 포장도로 리시스템(이하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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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이라 한다)을 운 하고 있다.

그런데 2016.1.1.부터 2018.9.30.까지 6개 도로사업소의 시스템의 맨

홀 리 장 입력‧ 리실태를 확인하여 본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검 정비실

등 맨홀정비 물량 비 입력률이 50.1%로 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맨홀정비 물량 입력 황

년도 운용비
(백만원)

정비물량
(개)

맨홀정비물량 입력 황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계 212 12,597 6,312
(50.1%)

1,656 1,094 747 1,591 582 642

2016 - 4,574 1,643 623 340 2 677 1 0

2017 74 4,302 3,803 806 529 577 755 579 557

2018 138 3,748 866 227 225 168 159 2 85

그 결과 맨홀정비 물량 비 정비실 등을 미입력함으로써 도로유지 리의 효

율성 하 부실운 으로 자 시스템 도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4)불량맨홀 정비우선순 안 등 (e등 )평가의 편차 발생

안 총 실(도로 리과)에서는 불량맨홀에 한 평가방법 기 을 마련하기

하여 2015.10.26.사단법인 ○○○○○○ 회와 “불량맨홀 상태조사 평

가기 마련 용역”(이하 “이건 용역”이라 한다)의 계약을 맺고 시행하여 2016.8.5.

완료( 액 171백만원)하 다.

이건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도로상 맨홀정비 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

다)이 마련되어 있고 이 지침에 맨홀 외부의 안 등 e등 상태평가 기 이 아

래 [표 4]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표 4]맨홀 상태평가 기

구분 e등 상태평가기

맨홀 뚜껑의
상태평가 기

‧외 :균열, 손 이탈 있음,‧덜컹거림:차량 보행시 소리,움직임 있음
‧표면마포:일반차도 잔존높이 H≤2㎜,‧뚜껑면과 틀간 단차:H≥10㎜

주변 포장의
상태평가 기

‧주변포장 손상:포트홀 발생
‧뚜껑면과 주변포장의 단차:H≥10㎜

이와 련 도로사업소에서는 안 등 평가를 2016.1.1.부터 2017.12.

31.까지 정기 검 용역( 액 1,308백만원)으로 시행하여 이 지침의 평가기 에 따라

맨홀 62,036개의 안 등 평가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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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6개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한 맨홀 외부의 안 등 e등 평가결과에

하여 분석해 본 결과 아래 [표 5]와 같이 e등 으로 평가된 맨홀이 북부도로사

업소는 5,013개(조사물량의 50.5%),성동도로사업소는 271개(조사물량의 2.5%)로

48% 이상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5]맨홀 조사 황

도로사업소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사업비(백만원) 1,308 257 200 217 215 223 196

조사물량(개) 62,036 12,176 10,440 9,430 9,929 10,786 9,275

e등 (개) 15,215 3,014 2,850 2,388 5,013 271 1,679

e등 비율(%) 24.5 24.8 27.3 25.3 50.5 2.5 18.1

그 결과 맨홀 e등 비율이 도로사업소간 한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맨홀의

안 등 상태평가의 신뢰성 하가 래되고,불량맨홀 정비가 체계 이고 형평에

맞지 않게 비효율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기 의견

안 총 실은 신기술공법이 용되는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행 시 건설신기술활

용심의 원회에서 보완 요구된 심의사항 내용을 계약문서(공사 시방서 등)에 포함하

도록 하고

｢서울시 맨홀정비공사 공통 시방서｣에 맨홀정비공사 품질 리에 필요한 시험은

공사완료 후 장에서 채취한 재료를 이용하여 300개소 당 1회,최소 연 2회 이

상 실시하고 하자 검 정기 검을 주기 으로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포장도로 리시스템 입력률이 낮은 도로사업소에 한 맨홀정비 물량은

입력완료 하 으며,앞으로는 맨홀정비 즉시 포장도로 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도로사업소의 맨홀 검용역 등에 의한 검 수행자가 ｢서울시 도로상 맨홀정비

리지침｣에서 정한 맨홀의 e등 상태 평가기 (맨홀뚜껑,높이조 부,주변포장)을

명확히 숙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조치할 사항

안 총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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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도로사업소 계자 등에 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원회의 보완 요구된

심의사항을 계약문서에 포함되도록 조치,불량맨홀 정비공사 완성된 맨홀의 품

질시험을 실시,맨홀정비 실 등 즉시 포장도로 리시스템에 입력,맨홀 검수행

자로 하여 상태평가 기 을 명확히 숙지하게 하는 등 부실 품질‧시공 리가 되

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지도‧감독 업무를 철 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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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요 구

제 목 도로포장 등 건설공사 품질 리 부 정

계 기 부공원녹지사업소,동부도로사업소,서 문구,동작구

내 용

부공원녹지사업소 등 4개 기 (동부도로사업소,서 문구,동작구,이하 “발주자”라 한다)에

서는 2015.1.1.부터 2018.9.18.까지 부공원녹지사업소의 “2015년 ○○공원 남측

순환로 정비공사”등 총 55건( 부공원녹지사업소 7건,동부도로사업소 27건,서 문구 9건,동작

구 12건)의 도로포장 등 건설공사를 시행하 다.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 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 리계획

등의 수립 상 공사)에 따르면 시공자(건설업자)는 아래 [표 1]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에 해 품질 공정 리 등 품질 리계획 는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 리(시험)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품질 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

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표 1〕품질 리(시험)계획 수립 상 공사

구 분 품질 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수립

상

○ 총공사비500억원이상인건설사업 리 상건설공사

○ 연면 3만㎡ 이상인 다 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 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 660㎡이상인건축물의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문공사

다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품질시험 검사)에 따라 시공자(건설업자)는 품

질검사를 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 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 서가 제출되는

재료,한국산업표 인증제품 등인 경우 품질검사를 아니할 수 있으며,｢건설공사 품질

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2015.6.30.제정)42) 제8조(품질시험기 )에

42)구 ｢건설공사 품질 리 지침｣제34조(2015.6.30.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4호 ｢건설공사 품질 리

업무지침｣으로 통합 개정되기 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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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주자는 공사의 종류·규모 요성, 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공사 품질시험기 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품질 리 비용의 계상 집행) 같은법 시행령 제

92조(품질 리의 지도‧감독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품질 리에 필요한 비용(품질 리비:품질시험비+품질 리활동비)을 공사 액에 계상하여야 하

며,시공자(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 리(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리 업무를

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발주자는 품질 리(시험)계획 수립 상인 “2015년 ○○공원 남측순환로 정비

공사”등 총 55건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총 55건의 공사 34

건(62%)의 공사에서만 품질 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나머지 21건(38%)의 공사는 수립

하지 아니하 으며,품질 리(시험)계획이 수립된 34건의 공사 5건의 공사에서만 발주

자의 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29건(85%)의 공사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 55건의 공사 30건(55%)의 공사에서만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나

머지 25건(45%)의 공사는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 으며 품질시험 검사

를 미실시한 25건의 공사 4건의 공사는 품질 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도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발주자는 총 55건의 공사 1건의 공사에서만 품질 리비를 공사 액에 반

‧설계하고,그 외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한 26건을 제외한 28건(51%)의

공사는 품질 리비를 공사 액에 반 ‧설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건설공사 품질 리 황(2015.1.1.이후)

기 명
상
공사

품질 리(시험)계획 품질시험 검사 품질 리비

미수립

수립

실시 미실시 반

미반 (사유)

계
발주자
승인

발주자
미승인

계
설계 락,
시공사부담
등

품질시험
소실시

계 55 21 34 5 29 30 25 1 54 28 26

부공원녹지사업소 7 2 5 5 - 5 2 1 6 5 1

동부도로사업소 27 - 27 - 27 25 2 - 27 2 25

서 문구 9 9 - - - - 9 - 9 9 -

동작구 12 10 2 - 2 - 12 - 12 12 -

그 결과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리(시험)계획 수립‧승인 등 품질 리업무를 제

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될 우려를 래하 으며,품질 리비를 공사 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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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 ‧설계하여 시험비 등이 시공사에 부담되게 하 다.

계기 의견 검토결과

이와 련하여 부공원녹지사업소,서 문구,동작구에서는 품질 리(시험)계획 수립,

발주자 승인 차 이행,품질 리비의 공사 액 반 등 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품질 리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고

동부도로사업소에서는 건설업자로부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았으나 ｢서울시 건설공사

품질 리 등에 한 조례｣제3조(품질검사의 행의뢰 등)에 따라 서울시품질시험소로 시험

의뢰하여 품질 리를 하 고,건설업자가 제출한 착공계에 품질시험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내부 선람을 통해 승인 차를 갈음하거나 감리단 검토 후 시행하 으나 향후에는 발주자 승

인 차를 거쳐 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한,동부도로사업소,서 문구,동작구에서는 연간단가공사의 경우 차수별 작업지시

로 시공 정산,소량인 상물량,공사 시 성 등 장 여건으로 인해 품질시험 검사,

품질 리비 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러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1조(품질시험 검사) ｢건설공사 품질 리 업무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2015.6.30.)제8조(품질시험기 )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

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기 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한 검토가 없었으므

로 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총 7건의 건설공사 설계‧감독자 등 련자에 하여 앞으로 공사설계·시행

련 ｢건설기술진흥법｣등 계규정에 따라 품질 리(시험)계획 수립,승인 차

이행,품질시험 검사 실시,품질 리비의 공사 액 반 ‧설계 발주토록 하여

부실한 품질·시공 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철 히 하

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동부도로사업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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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7건의 건설공사 설계‧감독자 등 련자에 하여 앞으로 공사설계·시행

련 ｢건설기술진흥법｣등 계규정에 따라 승인 차 이행,품질시험 검사 실시,품

질 리비의 공사 액 반 ‧설계 발주토록 하여 부실한 품질·시공 리가 되지 않

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서 문구청장은

총 9건의 건설공사 설계‧감독자 등 련자에 하여 앞으로 공사설계·시행

련 ｢건설기술진흥법｣등 계규정에 따라 품질 리(시험)계획 수립,승인 차 이

행,품질시험 검사 실시,품질 리비의 공사 액 반 ‧설계 발주토록 하여

부실한 품질·시공 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철 히 하

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동작구청장은

총 12건의 건설공사 설계‧감독자 등 련자에 하여 앞으로 공사설계·시행

련 ｢건설기술진흥법｣등 계규정에 따라 품질 리(시험)계획 수립,승인 차 이

행,품질시험 검사 실시,품질 리비의 공사 액 반 ‧설계 발주토록 하여

부실한 품질·시공 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철 히 하

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82-

감 사 원 회

주 의 요 구

제 목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 하자 리 부 정

계 기 :동부도로사업소

내 용

동부도로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2016.2.29.“2016년 내 포장

도로 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이하 “이 건 복구공사”라 한다)를 A사( 표 갑,이하 “시공자”

라 한다)과 3,015백만원에 계약을 맺어 시행하여 2016.12.31.완료하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등에 따르면 발주자(유지 리부서)는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2년) 에 연 2회 이상 정기 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하자가 발생

한 때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공시설물 하자 리 개선방안 보고｣(2013.6.4.)에 따르면 발주자(유지 리부

서)는 하자발생 시 시공자로 하여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보

수공법의 정여부를 검토한 후 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이 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역삼로 구간(○○○○○○ 교차로

→ ○○○○ 교차로 방향,이하 “역삼로 구간”이라 한다)내 기시설의 설치·보수와 련하

여 2016.11.22.아래 [표 1]과 같이 작업지시를 하 고 2016.12.2.역삼

구간 내 굴착·복구 면포장(차로복구)공사를 시행 완료하 다.

〔표 1〕굴착복구공사 작업지시 완료내역

작업
지시

허가번호 굴착기 치(노선명)
작업지시(면 ,㎡) 작업완료(면 ,㎡)

굴착복구 차로복구 굴착복구 차로복구

196
**-****-**-**

*

B공사

C지사

○○○○○ 교차로

→ ○○○○ 교차로

(역삼로)

770

(1.4×550)

1,925

(3.5×550)

1,387.9

(1~5×700.7)

4,159.8

(3.2~12.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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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역삼로 구간의 굴착·복구 면포장(차로복구)공사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인 2년도 경과되지 않은 2017.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아래 [표

2] [사진 1]과 같이 11개소(면 215.23㎡)에서 도로침하,포장 손 등 하자

가 발생되어 임시 재포장 등 하자 보수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하자 발생 황

연번
하자발생 규모

발생 황 조치내용 비고
폭 길이 면 (㎡)

계 215.23

1 1.3~2.0 4.7 6.81 침하(2~5cm) 임시 재포장(시공사에 구두지시) ‘17.5.

2 2.7 3.6 9.72 침하(2~5cm) 하자검사 결과 보수지시 후 정비완료 ‘17.6.

3 1.4~2.9 7.2 13.3 침하(2~5cm) 임시 재포장(시공사에 구두지시) ‘17.5.

4 2.5 18 45 침하(2~5cm) 임시 재포장(시공사에 구두지시) ‘17.5.

5 1.2~4.6 49.4 94.78 침하(2~5cm) 임시 재포장(시공사에 구두지시) ‘17.5.

6 1.8 4.5 8.1 침하(2~5cm) 임시 재포장(시공사에 구두지시) ‘17.5.

7 2.6 3.6 9.36 침하(2~5cm) 임시 재포장(시공사에 구두지시) ‘17.5.

8 1.0~2.8 8 17.13 침하(2~5cm) 임시 재포장(시공사에 구두지시) ‘17.5.

9 1.0 3.2 3.2 침하(2~5cm) 임시 재포장(시공사에 구두지시) ‘17.5.

10 1.5 2 3 침하(2~5cm) 정비완료(시공사에 구두지시) ‘17.4.

11 2.1 2.3 4.83 침하(2~5cm) 임시 재포장(시공사에 구두지시) ‘17.7.

〔사진 1〕도로 손 보수 사진

<굴착복구 부분 도로침하 등 하자발생에 따른 임시 재포장 황>

이와 련 발주자(공사감독자 등)는 2016.12.2. 공 이후 2017.6월 실

시한 하자검사 결과 총 11개소 1개소 지 의 하자발생 사항에 하여만

2017.6.23.시공자에게 련규정 등에 따라 하자보수계획 수립‧제출 보수

공법의 정여부 등 검토를 걸쳐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통지(서면)하여 처리

하 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소 지 의 하자발생 사항에 하여는 련규정에 따른 하자

보수계획 수립‧제출 등 차이행 없이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내부 보고를 하고

시공자에게는 구두 지시를 하여 2017.7월 보수 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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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발주자(공사감독자 등)가 하자 발생보고 보수계획 수립‧제출 등 차

를 미이행 함으로써 보수공법의 정여부 등 검토 없이 보수공사를 하여 도로유지

안 성 미확보,재하자가 발생될 우려를 래하 다.

계기 의견

이에 해 동부도로사업소에서는 이 건 복구공사의 경우 B공사 통신사 등

계기 의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 동 기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품질 리가 제

로 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하 고

하자검사 후 보수 지시한 1개소 이외의 나머지 하자사항은 신속한 보수를 통한

안 사고 방을 해 우선 시공자에게 유선 통보하여 하자보수 차를 이행하지

못하 다고 답변하 고,향후 하자발생 시에는 련 차를 이행하여 보수조치 하겠다

는 의견을 제시하 다.

조치할 사항

동부도로사업소장은

이건 복구공사 감독자 하자검사자 등 련자에 하여 련규정에 따라 하

자발생사항 수조사,하자보수계획 수립·제출,보수계획(공법)의 정여부 등을 종

합 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 도로유

지 안 성 미확보 재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지도·감독 업

무를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하자 리 업무 소홀 련공무원 “주의”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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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자치구
년도별 허가 황

’16년 ’17년 ’18.9.18. 재

계 37,560 37,034 27,300

1 종로구 1,498 1,475 1,189

2 구 1,516 1,439 950

3 용산구 1,125 1,055 777

4 성동구 831 938 703

5 진구 1,238 1,331 933

6 동 문구 1,095 1,146 896
7 랑구 1,294 1,428 923
8 성북구 1,469 1,354 1,057
9 강북구 1,366 1,144 790
10 도 구 616 611 432
11 노원구 1,049 1,119 578
12 은평구 1,556 1,373 1,122
13 서 문구 1,167 1,063 889
14 마포구 1,385 1,411 1,040
15 양천구 1,250 1,351 1,067
16 강서구 2,512 2,061 1,679

감 사 원 회

통 보 개 선 요 구

제 목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개정 필요

계 기 안 총 실(도로 리과)

내 용

동작구 등 25개 자치구에서는 ｢도로법｣제61조(도로 용허가),｢서울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조례｣,「서울시 사무 임

조례｣등에 따라 도로굴착복구 업무를 총 하는 서울시(안 총 실 도로 리과)로부터 도로

굴착‧복구 허가 시행,이를 수반하는 도로 용허가,사후 리 업무를 임받아

자 인 “도로굴착‧복구 리시스템”(이하 “복구 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아래 [표 1]

과 같이 도로굴착‧복구 련 업무를 처리· 리하고 있다.

〔표 1〕’16년 이후 자치구의 도로굴착‧복구 허가 황
(단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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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구로구 1,108 1,307 991
18 천구 1,278 1,124 1,093
19 등포구 1,860 1,876 1,084
20 동작구 1,280 1,254 978
21 악구 2,009 2,012 1,554
22 서 구 2,258 2,179 1,641
23 강남구 2,863 2,587 2,011
24 송 구 1,986 2,138 1,355
25 강동구 1,951 2,258 1,568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통계자료 추출,정리

이와 련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0조(허가의 신청),제15조

(공사의 지도‧감독),제16조(공사의 완료),제18조( 공도면의 보 ‧ 리),제19조(검사 등)

등에 따르면 구청장은 도로굴착‧복구허가를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허가받

은 사업시행자는 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도면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공확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구청장은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도로복구 확인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은 공사 담당자를 지정하여 도로 용(굴착‧복구)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수 여부 등을 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공도면을 구 보 ‧ 리 시행된 굴착·복구공사에 한 하자검사(정기

수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 도로굴착·복구 리시스템상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수 ‣ 검토(10일)‣ 허가증 교부 ‣ 착공계 수 ‣ 공계 수 ‣ 검토(7일)‣ 공

그런데 25개 자치구에서는 도로굴착‧복구 업무를 처리‧ 리하면서 아래 [표 2]

와 같이 사업시행자(개인 한 등 공공기 )로부터 제출된 도로굴착‧복구허가 신청서

를 10일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악구 93건,서 문구 87건,강남구 27건 등 총

256건에 해 허가검토 기한(10일)을 경과하여 지연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그리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도로굴착‧복구 공확인서를 7일내에 처리하

지 못하여 강남구 883건, 악구 496건,동작구 354건,강서구 290건 등 총

2,811건에 해 공검토 기한(7일)을 경과하여 지연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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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표 2〕도로 굴착‧복구시스템 경과,지연 처리 황
(’18.9.18.기 )

구 분
도로굴착‧복구시스템 리 황

허가검토기한 경과 (건) 공검토기한 경과 (건)

총 계(25개 자치구) 256 2,811

상 5개 자치구

계 239 2,187

1 악구 93 강남구 883

2 서 문구 87 악구 496

3 강남구 27 동작구 354

4 강서구 12 강서구 290

5 서 구 10 서 문구 201

※ ’18.9.18.(감사당일)25개 자치구의 도로굴착‧복구시스템 확인

    이와 같이 자치구에서는 신청건수 과다 인력 부족 등으로 도로굴착‧복구 허

가 공 검토기한 경과‧지연 처리 외에도 허가조건의 이행사항 수여부 검

하자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을 제 로 이행하지 못하

고 있고,사업시행자의 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장(실제)과 다르게 복구 리시

스템에 장 사항을 미반 하여 운 하는 등 도로굴착‧복구 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구청장이 도로굴착‧복구 허가 공 검토기한 등 경과‧지연 처리함

으로써 사업시행 신청자 등에게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한편 도로유지 리 측면의

안 성 확보 감소,품질‧시공 리 등이 하될 우려를 래하고 있다.

반면에 안 총 실(도로 리과)는 자치구에 임한 도로굴착‧복구 련 업무를

총 하면서도 ｢서울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제19조(검사 등)제5항에 따

라 자치구로부터 하자검사,굴착공사장 검‧조사 조치결과만 제출받고 있으나 그

외 굴착복구 허가 공 등 처리사항(복구 리시스템 처리 황 등 포함) 반에 하

여는 검 감독 권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굴착복구 허가 공

기한 등 경과‧지연 처리사항에 한 검 감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

로 도로굴착‧복구 련 임사무가 비합리 으로 운 ‧ 리되고 있다.

따라서 도로굴착‧복구 련 허가 공 처리 황,복구 리시스템 운 실태

등을 포함한 임사무(도로굴착‧복구 련 업무) 반에 한 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련 규칙 등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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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 의견

이에 해 안 총 실(도로 리과)에서는 자치구별 담당자 한 사람이 매년 평균

1,250여건의 도로굴착허가를 처리하고 있어 이와 연계된 허가, 공 등의 차

이행,민원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를 확인하 고,이에 2018.12월까지

“도로굴착복구 종합개선 책”을 마련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

구 련자 교육,시스템 보완을 통한 단계별 검토기한 경과 시 실시간 통보 등 실

질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서울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자

치구 임사무에 한 검 감독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조치할 사항

안 총 실장은

① 자치구(굴착복구 련 담당부서)에 하여 도로굴착‧복구 리시스템 확인,허가

공 검토기한 등이 경과‧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 리 업

무를 철 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② 도로굴착‧복구 련 자치구 임사무에 하여 검 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련 규칙 등을 합리 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개선요구)

붙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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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일부개정(안)

행 개 정 안

제19조(검사 등)

⑤ 할 구청장,도로사업소장 자동차 용도로

리자는 제1항 제3항에 따라 하자검사,굴

착공사장 검‧조사 조치 결과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4.,2018.8.2.>

제19조(검사 등)

⑤ ( 행과 같음)

⑥ 시장은 도로굴착‧복구 허가 공확인,도로굴

착‧복구시스템 운 실태 등 자치구 임사무에

해 연 1회 이상 검,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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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회

통 보

제 목 교면포장공사 하자 리 업무 소홀

계 기 동부도로사업소

내 용

동부도로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는 ○○○교의 내구성 증진을 하여

2017.6.1.A사( 표 갑,이하 “시공자”라 한다)과 “○○○교 보수공사”(이하 “이 건 보

수공사”라 한다)계약을 맺고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2017.10.27. 공( 액 944백만원)하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제71조의2(하자보수

이행 차)제1항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 1.(하자보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의 장 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

자(시공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
43)
하고 계약상

자(시공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

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발주기 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 공시설물 하자 리 개선방안｣(’13.6.4.)에 따라 시설물 하

자 발생시 계약상 자(시공자)로 하여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유지 리부서(운 부서)는 하자보수 공법의 정여부를 검토한 후 보수토록 조치(필

요시 하자보수 계획의 정성에 해 발주부서 는 설계자와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발주자는 이 건 보수공사 공 이후 2018.3.23.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스팔트 포장층에 침투한 우수가 후타재
44)

속부로 흘러나와 포장 손이

우려되므로 문가 장 검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하 고

43)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 3호에 따라 구두에 따른 통지·승인 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44)후타재(콘크리트)는 교량 등에서 신축이음장치와 슬래 를 연결하기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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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8.4.9. 문가 장 검 결과,교면 방수층 상단으로 우수가 솟아

올라 후타재 포장면이 손되어 유공도수
45)
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후타재 포장면 손을 시공자에게 하자보수토록 하 다.

그리고 후타재 속부(신축이음부)주변 유공도수 설치는 도로시설물 일상유지

보수(연간단가)공사에 설계변경 반 하여 작업하는 것으로 하 다.

[사진 1]○○○교 하자검사 결과

(교대3 우수 유출) (교대3 배수 불량) (교각3 포장면 파손) 

이 때 이건 보수공사의 하자검사( 문가 장 검 등)결과,포장면 손 등 하자가

발생하 는데도 ｢공사계약 일반조건｣등 련 규정에 따라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계획 등을 수립,제출토록 통지하지 아니하고,다만 시공자에게 구두로 하자보수

작업토록 지시하여 후타재 포장면 손의 구체 인 발생원인과 조치계획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요구 없이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시공자가 구체 인 하자발생 원인 조치계획 등 미제출,발주자가

하자보수 공법의 정여부에 하여 구체 검토 없이 하자보수를 시행함으로써

보수한 포장면이 재차 손되고 추가로 포트홀 발생 등 총 10개소,면 27.22㎡

에서 하자 재발생을 래하 다.

[사진 2]○○○교 하자보수 정성 확인 결과

(하자보수 포장면 재차 파손) (포장면 포트홀) (  하자 발생지점) 

※ 포장면 포트홀은 발주자 직영반에서 긴급 보수(록하드 포설 등) 조치

45)교면포장체 내부로 침투한 침투수를 바닥 의 횡단경사를 따라 바닥 과 하부포장면에 유입된 물의 배수거리를 짧게 하여
신속하게 침투수를 배수하기 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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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안 감사옴부즈만 자문결과에 따르면 단면보수용 모르타르 작업 후

완 한 양생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포장을 한 경우,도막시공 후 보강용 그리드와

아스콘의 착이 부족하면 이러한 부 에 우수가 유입되어 손부 가 확 되고

교면방수층과 포장체 사이의 공간으로 우수가 스며들어 균열 발생과 우수유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의 하자보수공법의 정성 검토 등 이행 없이 하자보수토록 한

행 는 ｢공사계약 일반조건｣등 련규정을 반한 것으로 하자 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 다.

계기 의견

동부도로사업소는 공 후 일부구간에서 포트홀,소성변형 등이 발생하여 신속한

보수를 하여 우선 유선으로 통보하 으나 이후 서면으로 하자보수토록 하는 사항

을 이행하지 못하 으며,발생된 하자에 하여 보수토록 서면 통보하여 11월 2일

~4일까지 3일간 하자보수를 완료하 고 포장면 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 인 일상 검 활동을 강화하여 시설물 리에 만 을 기하겠다고 의견

을 제시하 다.

조치할 사항

동부도로사업소장은

하자검사 련자 등에 하여 하자발생사항 수조사,구체 인 발생원인 등

하자보수계획 수립제출,보수계획(공법)의 정여부를 종합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공사를 이행되도록 통지하고,안 성 미확보,재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철 히 하기 바랍니다.(통보)

※ 신분상 조치

-하자 리 업무 소홀 련공무원 “주의”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