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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점검실시 개요

1. 점검배경 및 목적

m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근로자, 하도급업체 등 사회적 약자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등 체불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점검

2. 추진내용

m 점검대상 : 우리시 소속 기관이 발주한 13개 건설공사 현장

발 주 처 건수 대상 공사현장
계 13 진행 중인 13개 공사현장

도시기반시설본부 7 ▽▽▽▽▽ 구조개선공사 등 7개소
서울주택도시공사 3 ♧♧♧♧ ♧♧♧♧ 건설공사 등 3개소

서울교통공사 1 ▲▲▲ ▲▲▲▲▲ ▲▲보강공사(◉공구)
북부도로사업소 1 ☆☆☆ ☆☆개선공사

중랑물재생센터 1 중랑물재생센터 ◈◈◈ ◈◈◈◈ 설치공사

m 점검기간 : 2019. 1. 22.~ 1. 30.(기간 중 7일간)

m 감사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외 6명

m 감사범위 :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사항

3. 감사중점

m 근로자 노임 및 하도급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

m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면계약서 작성실태

m 명예하도급 호민관 활동(법률, 노무, 안전, 체불예방 및 홍보)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현지

조치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환수) 감 액 기 타

433 - - 0 0 0 0 0 0 - 0 0 0 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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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총평

 2019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건설근로자의 노임,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13개 공사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 대부분 현장은 하도급 관리, 건설기계 투입, 노무관리 등 분야별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으나,

❍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부적정,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 현장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음.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노무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지급기일을 4일에서

최장 16일까지 지연 지급하였으며,

❍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임금항목, 지급시기 등) 누락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음.

 향후, 서울시 공사현장의 건전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지시정토록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기관(발주부서)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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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점검결과 처분요구 내역

연번 발주부서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나부, 다부)

중랑물재생센터
(가과)

서울교통공사
(가사업소)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나부, 다부)

장비대금 체불 및 1월분 기성금 미지급 현지조치
(14건)

체불대금
지급조치,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2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3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3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 현지조치

(18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현지조치

(2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5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현지조치

(6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6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10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7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35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8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지조치

(1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9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122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10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 현지조치

(46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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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발주부서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1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61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12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건설기계임대차 직불합의서 서명 누락 현지조치

(1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13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서명누락 현지조치

(1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14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지조치
(24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15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건설기계임대차 직불합의서 서명 누락 현지조치

(2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16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서명누락 현지조치

(3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17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설정 현지조치

(4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18 중랑물재생센터
(가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지조치
(11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19 중랑물재생센터
(가과)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현지조치

(11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20 서울교통공사
(가사업소)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 현지조치

(23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21 북부도로사업소
(가과)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 현지조치

(34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22 북부도로사업소
(가과) 물량증가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현지조치

(1건)
관련자

교육실시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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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점검결과 처분요구서(현지시정)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외
3개 기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장비대금 체불 및 기성금 미지급(시정)

1. 내 용

m 도시기반시설본부, 중랑물재생센터,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사

등 2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1-1공구 건설공사’ 외 11건(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각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연번 발주기관 공사명 계약금액
(백만원) 수급인 공사기간

1

도시기반
시설본부

△△△ 1-1공구 건설공사 830,000 A사
’15.3.30.~
’20.12.31

2 ▽▽▽▽▽ 구조개선공사 32,950 B사 외 2개사
'16.4.1. ~
'20.3.5.

3 ◯◯◯◯◯◯◯◯ 리모델링 증축공사 8,100 C사
‘17.10.20.~

‘19.2.19.

4 ◇◇◇◇◇◇ 조성공사 17,862 D사 외 2개사
‘17.12.26.~

‘20.6.25.

5 □□□□ □□공사 12,468 E사
’17.5.18.~
’19.6.30.

6 ◎◎◎◎◎◎◎◎ 조성공사 18,229 F사
‘18.5.30.~
‘20.2.18.

7 ♤♤♤♤♤ ♤♤조성공사 8,242 G사 외 2개사
‘17.11.15.~

‘19.8.14.

8 중랑물
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 설치공사 5,170 H사 외 1개사

'17.11.9.~
'19.5.31.

9 서울교통
공사 ▲▲▲ ▲▲▲▲▲ ▲▲보강공사(◉공구) 3,327 I사

'18. 1.10.~
'21. 1. 8.

10

서울주택
도시공사

♢♢♢♢♢♢사업 단지조성공사 3,127 J사 외 1개사
'17.4.28.~
'19.2.25

11 ♧♧♧♧ ♧♧♧♧ 건설공사 8,085 K사 외 1개사
'18.4.5.~
'19.5.20.

12 ◎◎◎◎ ◎◎◎◎ 건설공사 14,768 L사
’17.12.29.~

’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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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및 제34조(하도급대금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등에 따르면, 수급인(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m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한 “△△△ 1-1공구 건설공사” 등 2개 공사현장의

건설업체에서는 장비대금 등 191백만 원을 체불하였으며,

“◇◇◇◇◇◇사업 단지조성공사” 등 12개 공사현장의 건설업체에서는 1월

기성금(총 7,433백만 원)이 현장점검 당일(’18.1.22~1.30)까지 미지급된

상태였음.

[표 2] 장비대금 체불 및 기성금 미지급 내역

연번 발주기관 공사명 관련업체
미지급
항목

미지급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7,624

1

도시기반
시설본부

△△△ 1-1공구 건설공사 A사
1월 기성금 586

장비대금 138

2 ▽▽▽▽▽ 구조개선공사
B사 외
2개사

1월 기성금 1,802

장비대금 53

3 ◯◯◯◯◯◯◯◯ 리모델링 증축공사 C사 1월 기성금 368

4 ◇◇◇◇◇◇ 조성공사
D사 외
2개사

〃 187

5
□□□□ □□공사 E사 〃 650

6
◎◎◎◎◎◎◎◎ 조성공사 F사 〃 128

7 ♤♤♤♤♤ ♤♤조성공사
G사 외
2개사

〃 591

8 중랑물
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 ◈◈◈◈
설치공사

H사 외
1개사

〃 2,353

9 서울교통
공사 ▲▲▲ ▲▲▲▲▲ ▲▲보강공사(◉공구) I사 〃 29

10

서울주택
도시공사

♢♢♢♢♢♢사업 단지조성공사
J사 외
1개사

〃 470

11 ♧♧♧♧ ♧♧♧♧ 건설공사
K사 외
1개사

〃 207

12 ◎◎◎◎ ◎◎◎◎ 건설공사 L사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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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랑물재생센터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주택
도시공사 사장은

각종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

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지도‧교육 실시하시기 바라며, ’19년 1월 기성금은

설명절 이전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지급되도록 이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조치)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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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시정)

1. 내 용

m 도시기반시설본부는 A사 외 2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 구조개선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공정률

(%)
▽▽▽▽▽

구조개선공사
32,950,771 A사 외 2개사 B사 외 8개사

'16.4.1.~
'20.3.5.

51.0

m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B사는 ’18. 6.~’18.12. 기간중 근로한 황◎◎등

3명의 근로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표 2]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와

일급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표 2]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

연번 사용자 근로자 계약일 지적사항 비고

1

B사

황◎◎ `18.12.10.~12.31. 종사자업무 미기재

2 주▲▲ `18.6.27.~12.31. 일급 미기재

3 황◈◈ `18.6.27.~12.31. 일급 미기재

m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노무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 및 노무비 지급

경로의 투명성 저해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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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

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게 근로기준법 준수요령을 지도·교육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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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3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 누락(시정)

1. 내 용

m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6. 4. 1 A사 외 2개사(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 와 도급계약(준공 ’20. 3. 5., 금액 32,951백만원)을 체결하여 “▽▽▽

▽▽ 구조개선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16. 4.22. B사 외 2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완수 `20. 3. 5.)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7. 2.16. 이 건 공사 중 “배수공 및 구조물공사”(준공 ’20. 3. 5.,

금액 4,367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0개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임대료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D사와 C사는 건설기계 임대업자인 E사 등 18

개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계약서상에 ‘건

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및 ‘임대료 지급의 시기’를 누락하였다.

m 그 결과 임차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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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적정 내역

연번
임차인

(하수급인)
임대업자 종류 대여기간

대여금액
(천원)

비고

1
D사

E사 항타 및 항발기 18.3.14-
18.3.26 65,010 일일가동시간 및

지급시기 누락

2 F사 항타 및 항발기 18.1.3-
18.3.16 194,329 ″

3

C사

G사 굴 삭 기 18.5.4-
18.12.31 480 일일가동시간누락

4 H사 천 공 기 17.12.1-
17.12.31 1,400 ″

5 I사 바이브로함마 17.11.15-
17.12.31 700 ″

6 J사 기 중 기 18.1.30-
18.12.31 1,000 ″

7 K사 바이브로함마 18.1.30-
18.12.31 800 ″

8 L사 카고크레인 18.2.1-
18.12.31 800 ″

9 M사 굴 삭 기 18.2.9-
18.12.31 500 ″

10 N사 굴 삭 기 18.2.21-
18.12.31 600 ″

11 O사 크 레 인 18.2.27-
18.12.31 9,500 ″

12 P사 크 레 인 18.3.1-
18.12.31 1,000 ″

13 Q사 스 카 이 18.3.1-
18.12.31 500 ″

14 R사 콘크리트펌프카 18.3.12-
18.12.31 1,100 ″

15 S사 기 중 기 18.4.4-
18.4.15 2,000 ″

16 T사 기 중 기 18.5.7-
18.12.31 1,600 ″

17 U사 크 레 인 18.5.26-
18.12.31 9,500 ″

18 V사 바이브로함마 18.6.8-
18.12.31 800 ″

2.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자(하수급인)로 하여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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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4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시정)

1. 내 용

m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7. 5. 16.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9. 6.30., 금액 12,468백만원)을 체결하여 “□□□□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18. 9.20. B사와 이 건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완수 '19.

7.31., 금액 2,410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7. 5.31. 이 건 공사 중 “배수공, 토공사”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준공 ’19. 6.30., 금액 1,644백만원)을 체결하는 등 총 4개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18. 6.15.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255백만 원)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표]와 같이 하수급인(C사

외 1개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증 142백만 원)을 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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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하수급인 하도급대금 미조정 현황
(단위 : 천원)

계 약 현 황
계약금액

물가변동 미반영 금액
(수급인 반영 : ’18.6.15)

비 고
업체명 공종 계약일

하

수

급

인

계 141,902

C사
토공사 ’17.5.31 1,303,830 111,950

배수공 ’17.5.31 1,643,950 20,507

D사 포장공 ’17.5.31 1,162,830 9,445

m 그 결과,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의 임의 적용 등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정당한 하도급 계약이 맺어

지게 하는 등 하수급인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되지 않은 하수급인(서정건업(주)외 2개사)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 14 -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5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시정)

1. 내 용

m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7. 5.16.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9. 6.30., 금액 12,468백만원)을 체결하여 “□□□□ □□공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17. 1. 9. B사 외 2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완수 `18.12.30.)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7. 5.31. 이 건 공사 중 “배수공, 토공사”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준공 ’19. 6.30., 금액 1,644백만원)을 체결하는 등 총 4개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e바로시스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e바로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e바로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

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2항

제4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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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등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C사 및 D사는 ’17. 8월부터 ’18.12월까지

E사 등 5개 건설기계 임대업체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고 총 154,139천

원의 장비임대료를 지급하면서 각 건설기계 대여업자 인명별 본인계좌로 구분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지 아니함으

로써 장비임대료 지급경로의 투명성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표] 장비임대료 지급시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현황

    

연번 건설업자 장비업체
(대여업자) 종류 대여기간 대여금액

(천원)

계 154,139

1

C사

E사
(조◎◎)

굴삭기
‘17.8월

~‘18.12월
60,170

2
F사

(조◎◎)
굴삭기

‘17.8월
~‘18.12월

11,550

3
G사

(임△△)
굴삭기

‘17.8월
~‘18.12월

8,807

4
F사

(이◉◉)
굴삭기

‘17.8월
~‘18.12월

44,550

5
D사

F사
(이◉◉)

굴삭기
‘17.8월

~‘18.12월
15,444

6
H사

(엄◈◈)
굴삭기

‘17.12월
~‘18.12월

13,618

2.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장비임대료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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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6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시정)

1. 내 용

m 도시기반시설본부는 A사 등 3개사(이하 ‘수급인 등’이라 한다)와 ‘◇◇◇◇◇◇ 조성

공사’(이하 ‘이 건 공사’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

조성공사
17,862,236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17.12.26.~
'20.6.25.

m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등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일급을 미기재하였다.

[표 2]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지적사항 비고

◇◇◇◇◇◇ 조성공사 A사, D사, E사 일급미기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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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 결과 수급인 등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수급인 등과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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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7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시정)

1. 내 용

m 도시기반시설본부는 A사(이하 ‘수급인 등’이라 한다)와 ‘◯◯◯◯◯◯◯◯ 리모델링

증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
리모델링
증축공사

8,100,000 A사 B사
'17.10.20.~'1

9.2.19.

m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을 누락하였다.

[표 2]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지적사항 비고

◯◯◯◯◯◯◯◯ 리모델링
증축공사 A사 임금지급일미기재 35건

m 그 결과 수급인 등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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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수급인 등과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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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8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시정)

1. 내 용

m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7.10.20.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

(준공 ’19. 2.19., 금액 6,673백만원)하여 “◯◯◯◯◯◯◯◯ 리모델링 증축공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17.10.16. B사 외 1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

(완수 ’19. 4.20., 금액 1,355백만원)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m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해당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발주자가 대여 업자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합의서(이하 ‘직불

합의서’라 함)를 교부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은 아래 [표]와 같이 건설기계 대여업자로부터 건설

기계를 임차하였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하지 않았다.

[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내역

연번 임차인
(수급인) 임대업자 종류 대여기간 대여금액

(천원/일) 비고

1 A사 C사 굴삭기 ‘19.1.1~
4.30. 450 보증서

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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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 결과 임차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건

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업자(공동수급인, 하수급인)로 하여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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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9 부서‧기관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시정)

1. 내 용

m 도시기반시설본부는 A사 등 3개사(이하 ‘수급인 등’이라 한다)와 ‘◎◎◎◎◎◎◎◎

조성공사’(이하 ‘이 건 공사’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

조성공사
18,229,114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18.5.30.~
'20.2.18.

m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등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일급을 미기재 하거나 임금지급일을 누락 하는 등 근로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였다.

[표 2]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지적사항 비고

◎◎◎◎◎◎◎◎
조성공사

D사 일급미기재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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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 결과 수급인 등은 이 건 공사에 참여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m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수급인 등과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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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0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시정)

1. 내 용

m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7. 4. 28. A사 외 1개사(이하 ‘공동수급

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9. 2.25., 금액 3,127백만원)을 체결하여 “♢♢♢♢
♢♢사업 단지조성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정비사업기획부)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m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은 아래 [표]와 같이 천◉◉ 등 46명의 일용직

근로자(직영 포함)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기일(익월 10일, 15일)보다

최소 4일에서 최장 16일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노무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 및 노무비 지급 경로의 투명성 저해를 초래하였다.

[표] 임금지급기일 미준수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임 금
지급기일 실 지급일 초과일수 비고

♢♢♢♢♢♢사업
단지조성공사 A사, B사

익월10일 익월
14일~26일 4일~16일 천◉◉ 등

26명

익월15일 익월
19일~22일

4일~7일 신◎◎ 등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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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공사관리관 등)에게 임금지급 방법 등 근로기준법 준수요령을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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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1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근로계약서 작성 부적정(시정)

1. 내 용

m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사 등 2개사(이하 ‘수급인 등’이라 한다) 와 ‘♢♢♢♢♢♢
사업 단지조성공사’(이하 ‘이 건 공사’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
사업

단지조성공사
3,127,000 A사, B사 C사, D사

'17.4.28.~'19
.2.25.

m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공종을 누락하거나 수(하수)급인 서명을 누락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였다.

[표 2] 근로계약서 부적정 작성 내역

공사명 건설업체 지적사항 비고

♢♢♢♢♢♢
사업 단지조성공사 C사

근로계약서 기재사항(공종) 누락 21건

근로계약서수(하수)급인서명누락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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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

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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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2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건설기계임대차 직불합의서 서명 누락(시정)

1. 내 용

m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사 등 2개사(이하 ‘수급인 등’이라 한다) 와 ‘♢♢♢♢♢♢
사업 단지조성공사’(이하 ‘이 건 공사’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
사업

단지조성공사
3,127,000 A사, B사 C사, D사

'17.4.28.~'19
.2.25.

m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임대차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직불합의서에 서명을 누락하였다.

[표 2] 건설기계 임대차 직불합의서 부적정 작성 내역

공사명 건설업체 지적사항 비고

♢♢♢♢♢♢
사업 단지조성공사 C사 장비대금 직불합의서 서명누락 1건



- 29 -

m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설기계임대차 직불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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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3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가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서명 누락(시정)

1. 내 용

m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사 등 2개사(이하 ‘수급인 등’이라 한다) 와 ‘♢♢♢♢♢♢
사업 단지조성공사’(이하 ‘이 건 공사’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
사업

단지조성공사
3,127,000 A사, B사 C사, D사

'17.4.28.~'19
.2.25.

m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등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직불합의서에 발주자의 서명을 누락하였다.

[표 2] 직불합의서 부적정 작성 내역

공사명 건설업체 지적사항 비고

♢♢♢♢♢♢사업
단지조성공사 A사, B사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서명누락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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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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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4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시정)

1. 내 용

m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8. 4. 2 A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9. 5.20., 금액 1,213백만원)을 체결하여 “♧♧♧♧ ♧♧♧♧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의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8. 7. 7. 이 건 공사 중 “토목가시설 공사”(준공 ’18.12.31,

금액 1,015백만원)에 대하여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8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2항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임대차 기간·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

현장·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 및 하수급인 B사는 붙임과 같이 총 24건의

건설장비를 사용하면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붙임〕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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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 결과 임차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건설

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설업자(수·하수급인)로 하여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보증서를

작성·교부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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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보증서 미발급 목록

연번 임차인 임대업자 종류 대여기간
대여금액
(천원)

비고

1 B사 C사 덤프트럭 ’18.3.3~
10.31 3,885 계약서 미작성

2 〃 〃 〃 〃 2,775 〃

3 〃 〃 〃 〃 2,590 〃

4 〃 〃 〃 〃 3,145 〃

5 〃 〃 〃 〃 2,035 〃

6 〃 〃 〃 〃 2,220 〃

7 〃 〃 〃 〃 2,220 〃

8 〃 〃 〃 〃 185 〃

9 〃 〃 〃 〃 370 〃

10 〃 〃 〃 〃 370 〃

11 〃 〃 〃 〃 555 〃

12 〃 〃 〃 〃 555 〃

13 〃 〃 〃 〃 370 〃

14 〃 〃 〃 〃 370 〃

15 〃 〃 〃 〃 370 〃

16 〃 〃 〃 〃 1,665 〃

17 〃 〃 〃 〃 1,110 〃

18 〃 〃 〃 〃 740 〃

19 〃 〃 〃 〃 1,850 〃

20 〃 〃 〃 〃 555 〃

21 〃 〃 〃 〃 555 〃

22 〃 〃 〃 〃 925 〃

23 〃 D사 굴삭기 ’18.7~11월 5,775 계약서 미작성
보증서 미발급

24 A사 F사 〃 ’18.6월~7월 1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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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5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건설기계임대차 직불합의서 서명 누락(시정)

1. 내 용

m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사와 ‘◎◎◎◎ ◎◎◎◎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
◎◎◎◎
건설공사

14,768,762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17.12.29.~
'20.3.25.

m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따르면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B사는 건설기계임대차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직불합의서에 발주자의 서명을 누락하였다.

[표 2] 건설기계임대차 직불합의서 부적정 작성 내역

공사명 건설업체 지적사항 비고

◎◎◎◎ ◎◎◎◎
건설공사 B사 건설기계임대차 직불합의서 서명누락 2건

m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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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

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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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6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서명 누락(시정)

1. 내 용

m 서울주택도시공사는 A사와 ‘◎◎◎◎ ◎◎◎◎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
◎◎◎◎
건설공사

14,768,762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17.12.29.~
'20.3.25.

m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직불합의서에 발주자의 서명을 누락하였다.

[표 2] 직불합의서 등 부적정 작성 내역

공사명 건설업체 지적사항 비고

◎◎◎◎ ◎◎◎◎
건설공사 A사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서명누락 3건

m 그 결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근로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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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작성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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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7 부서‧기관명 서울주택도시공사
다부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설정(시정)

1. 내 용

m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7.12.29. A사 도급계약(준공 ’20.

3.25., 금액 14,768백만원)을 체결하여 ‘‘◎◎◎◎ ◎◎◎◎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m ’18.4.2. B사외 1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완수 '20.6.24.,

금액 2,741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m 한편, 수급인은 이 건 공사 중 “토목공사” 외 4개 공종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하도급 계약(이하 ‘하수급인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1] 하도급 계약현황

연번 하수급인 공 종 공사기간 하도급액
(천원)

하도급율
(%)

1 C사 토목공사 '18.3.15.~'
19.3.31. 1,100,000 104.84

2 D사 기계(소방포함) '18.11.15.
~'20.1.25. 1,791,640 107.06

3 E사 기계(정화조,우수조) '18.11.19.
~'20.1.25. 52,800 92.91

4 F사 철근콘크리트공사 '18.11.15.
~'19.9.30. 2,050,000 6.20

5 G사 조적공사 '18.12.7.~'
19.10.31. 144,000 82.04

m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에 따르면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특약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58호)에서는 부당특약의 예시를

열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부당특약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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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런데 수급인은 하수급인 등과 이 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하수급인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

[표 2] 공종별 부당특약 내역

연번 공종 약정명 부당특약 내용

1 토공 및
가시설공사 현장설명서

3. 일반사항
6) ‘갑’의 지급자재를포함한 현장 내 모든자재의 하차 및 소운반

은 ‘을’의 부담(인건비, 장비비포함)으로 한다.
11) 고용보험은 공사계약금액에 상관없이 ‘을’이신고 및납부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금 수령에 대한 모든책임은 ‘을에게 있다.
4. 세부 특기사항
4-1. 공통사항 및 견적주의사항
18) 공사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을’이 부담하면, 미처

리시에는 ‘갑’에서 임의집행하고 기성금에서 공제하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없다.

22) 타공종 공사지연 및 공사중단에 따른 간접비, 장비 및 강재
손료, 각종임대료 등추가지급은없다.(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손료 정산은없다)

4-2 토공사
10) 암터파기시 도심지 및 인접건물의 피해발생 및 민원을 감안

하여 무진동, 무소음 공법을 적용하여 토공사를 진행키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장비를 투입하고, 이에 따른 공사
비추가 및 공사기간 연장등의 설계변경은 일체없음

2 정화조 공사 현장설명서

18. 기성고 및 설계변경
7) 본 공사는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단가인상)은없다

24. 일반 특기사항
27) 본 공사 수행 및 준공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 수속비용은

‘을’ 부담으로 한다

3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설명서

3-1. 가설 및승인관련
5) 공사 수행중 발생되는 도로와 시설물 등의 훼손방지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며, ‘보미’가 대신하여 보수하
며 비용은 해당 월 기성에서 공제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없다

3-3. 안전 및환경, 민원관련
7) ‘업체’는 작업자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해야 하며,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중 발생한 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하
여 민·형사상 모든책임 부담한다.

4 조적공사 현장설명서

3-1. 가설 및승인관련
5) 공사 수행중 발생되는 내외부 시설물 등의 훼손으로 인해 발

생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이 대신 시행할 경우 보수
비용은 해당 월 기성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할 수없다.

m 그 결과 수급인은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등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부담하지도 않아도 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

등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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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할 사항

m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하수급인 등에 대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

(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 42 -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8 부서‧기관명 중랑물재생센터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시정)

1. 내 용

m 중랑물재생센터는 A사 등 9개사와 ‘중랑물재생센터 ◈◈◈ ◈◈◈◈ 설치공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표 1] 건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공사명 계약금액
(천원)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기간

중랑물재생센터
◈◈◈ ◈◈◈◈

설치공사
5,170,640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I사
'17.11.9.~
'19.5.31.

m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해당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발주자가 대여 업자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합의서(이하

‘직불합의서’라 함)를 발급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C사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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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지급보증서 미발급 내역

연번 임차업자 임대업자 종류 대여일자 대여금액
(천원)

1

C사

J사 굴삭기 ‘18.7.11 500

2 K사 굴삭기 ‘18.7.12 700

3 L사 굴삭기 ‘18.9.21 350

4 M사 굴삭기 ‘18.10.12
‘18.10.16 850

5 N사 굴삭기 ‘18.10.9 600

6 O사 굴삭기 ‘18.10.11 500

7 P사 굴삭기 ‘18.10.4 562

8 Q사 굴삭기 ‘18.10.2 350

9 R사 굴삭기 ‘18.10.29 450

10 S사
덤프
굴삭기

‘18.10.12
‘18.10.16 400

11 T사 굴삭기 ‘18.10.1 300

m 그 결과 임차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m 중랑물재생센터장은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로 하여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를 교부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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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19 부서‧기관명 중랑물재생센터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시정)

1. 내 용

m 중랑물재생센터(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7.11. 7. A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9. 5.31, 금액 5,171백만원)을 체결하여 “중랑물재생센터

◈◈◈ ◈◈◈◈ 설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발주자는 ’17. 11. 15. B사 외 1개 업체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완수’19. 3. 11.)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7. 11. 9. 이 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준공 ’19. 5.

31, 금액 682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7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e바로

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

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e바로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2항 제4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등 기본임무를 성실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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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C사는 ’18.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온도건설

기계 등 11개 건설기계 임대업체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건설기계를 임차하고

총 5,562천원의 장비임차료를 지급하면서 각 건설기계 대여업자 인명별 본인

계좌로 구분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장비임대료 지급경로의 투명성을 떨어뜨렸다.

[표] 장비임대료 지급시 대금e바로시스템 미적용 현황

    

연번 임차업자 임대업자 종류 대여일자 대여금액
(천원)

1

C사

D사 굴삭기 ‘18.7.11 500

2 E사 굴삭기 ‘18.7.12 700

3 F사 굴삭기 ‘18.9.21 350

4 G사 굴삭기 ‘18.10.12
‘18.10.16 850

5 H사 굴삭기 ‘18.10.9 600

6 I사 굴삭기 ‘18.10.11 500

7 J사 굴삭기 ‘18.10.4 562

8 K사 굴삭기 ‘18.10.2 350

9 L사 굴삭기 ‘18.10.29 450

10 M사
덤프
굴삭기

‘18.10.12
‘18.10.16 400

11 N사 굴삭기 ‘18.10.1 300

2. 조치할 사항

m 중랑물재생센터장은

장비임대료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지도‧교육(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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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0 부서‧기관명 서울교통공사
가사업소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노무비 지급기일 미준수(시정)

1. 내 용

m 서울교통공사 (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8. 1. 10. A사 외 1개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21.1.8., 금액 3,327백만원)을 체결하여 “▲▲▲ ▲▲▲▲▲

▲▲보강공사(◉공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m 발주자는 '17. 10.3 1. B사 외 1개사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완수

'21.11.25., 금액 3,605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m 한편, 수급인은 ’18.11.16. 이 건 공사 중 “복합섬유판(N-GFRC) 내진보강

공사”(준공 ’21.1.8., 금액 1,346백만원)에 대하여 C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매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m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은 아래 [표]와 같이 강◇◇ 등 23명의 일용직근로자

(직영 포함)들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임금지급을 익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익월 18일~27일에 지급하는 등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임금지급기일 미준수 내역

공사명 관련업체 임 금
지급기일 실지급일 초과일수 비고

▲▲▲ ▲▲▲▲▲
▲▲보강공사(◉공구) C사 익월

15일
익월

18일~27일 3일~12일 강◇◇등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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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노무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 및 노무비 지급

경로의 투명성 저해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m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공사관리관 등)에게 임금지급 방법 등 근로기준법 준수요령을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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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1 부서‧기관명 북부도로사업소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부적정(시정)

1. 내 용

m 북부도로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8. 8. 13.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준공 ’19. 3. 10., 금액 1,470백만원)을 체결하여 “☆☆☆ ☆☆개선공사”

(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는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서 수행토

록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8. 10. 5. 이 건 공사 중 “단면복구 ”(준공 ’18. 3. 10., 금액

502백만원)에 대하여 B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2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이 건 공사의 수급인 A사 및 하수급인 B사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

총 34명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항목(임금액)을 누락한 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도록 하였다.

[표]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부적정 현황

   

공사명 관련업체 지적사항 비고

☆☆☆ ☆☆개선공사 A사, B사 임금액미기재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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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임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이

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되며 공사 대금 거

래 및 그에 따른 지급 경로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저해를 초래하였다.

2. 조치할 사항

m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장은

모든 진행중인 공사의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액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교육․지도하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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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번호 22 부서‧기관명 북부도로사업소
가과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19. 4.

제 목 : 물량증가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시정)

1. 내 용

m 북부도로사업소(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8.8. 24.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

계약(준공 ’19. 3. 10., 금액 1,470백만원)을 체결하여 “☆☆☆ ☆☆개선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는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에서 수행하였다.

한편, 수급인은 ’18. 10. 5. 이 건 공사 중 “단면보수공사”(완수 ’19.3.10., 금액

501백만원)에 대하여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2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m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m 그런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18.12.9. 물량증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38백만 원)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하수급인 B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증 31백만 원)을 조정하지 않았다.

m 그 결과,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임의 적용 등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 계약이 맺어

지게 하는 등 하수급인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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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할 사항

m 북부도로사업소장은

물량증가에 따른 하도급대금이 조정되지 않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변경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건설업자, 공사관리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

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 : 회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