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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서울로 7017 운영관련 수탁업체 선정 및 전문성 등 시의회, 언론 등 지속

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이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m 서울로 7017 공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및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하여 유해․위험요소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함.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안전총괄실, 푸른도시국, 도시기반시설본부

m 감사기간 : 2022. 1. 12. ~ 2. 22. (기간 중 27일)

m 감사인원 : 안전감사 3팀장 등 5명

m 감사범위 : ’14년 이후 서울로 7017 사업·운영관리 전반

3. 감사중점

m 서울로 7017 민간위탁 등 선정과정·운영실태 적정여부

m 서울로 7017 공사의 발주·계약·설계변경·준공 등 사업추진 전반

m 시설물 안전등급(D→B등급) 등 안전관리 적정여부

m 서울로 7017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

모범
사례

(인원)총건수 신 분 상
조치인원

재 정 상
조치금액 소 계 추 징

(회수) 감 액 기 타

12 - - 3 9 - -
2 (2)

※ 임기제 공무원 팀장(갑○○)은 퇴직으로 미처분(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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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 치 현 황 비 고

1
임기제공무원 임용계약 및 민간

위탁 계약관리 소홀

주의요구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계약 관리 및 민간

위탁 계약 수탁기관의 위․수탁협약서 이

행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철저

조치중

통보 임기제 공무원 ‘수사의뢰’ 조치 조치중

2
민간위탁 발주 부적정 및 위·수

탁 협약서 위반
주의요구

통보

민간위탁 시 위탁사무에 적합한 인력산출,

선정기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

며, 지도감독 업무 철저

조치중

3 민간행사비 과다정산 등 확인 소홀 통보
과다 정산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 방안 마련

조치
조치중

4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

결 부적정
통보

전기공사 등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사례

없도록 담당자 교육실시 완료
조치완료

5
민간위탁업체 사무용기기 물품

인수　인계 부적정
통보

수탁재산 손해에 대하여 수탁업체로 하여

금 환수 방안 마련
조치중

6 무등록업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주의요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한 관련 직원교육

및 신분상 처분 완료
조치완료

통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행위에 대한 관리·감

독을 강화 및 관련 규정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한 공사관계자 교육실시 완료

조치완료

7
안전등급 B→A등급 조정, 보행

로 C등급 하락 우려
통보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마련 및 동일 사

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실시 완료
조치완료

8
특정제품 선정절차 미준수 및 시

공·품질관리 소홀

통보
시공상 하자 등 교면포장 균열·누수·들뜸

에 대한 시공실태 검토 및 조치
조치중

통보
근본적 하자보수 및 교면포장(LMC)과 바

닥판 관리대책 마련 완료
조치완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8건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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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붙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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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임기제공무원 임용계약 및 민간위탁 계약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푸른도시국

내 용

1. 업무개요

푸른도시국(가과)에서는 ‘서울로 7017 업무 운영관리’에 대해 전문적 운영·관리를

위해 협치 및 문화기획·운영 등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이하 ‘임기제공무원’1) 이라

한다.)를〔표1〕과 같이 채용하여 2017.2.22.부터 2019.10.31.까지 서울로 사

업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1〕임기제공무원 임용 현황

소속 직급 성 명 직무분야 최초임용
기간

근무기간 연장
겸직기간
(수탁업체)1차

(요청일)
2차

(요청일)

푸른도시국
가과

임기제
행정5급

갑2)

(’××.×.×.)

민관협치전문요원
-서울로 사업운영팀 업무총괄
-서울로 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
’××.×.×.

’××.2.22.~
’××.8.31.(6개월)
(’××.1.10.)

’××.9.1.~
’××.10.31.(2개월)

(’××.8.20.)

’××.6.26.~
’××.10.31.

(4개월)

  

위 가과에서는〔표2〕와 같이 ’18.9.5. ‘서울로 7017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 제안공모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단독 응찰한 A사와 수의

계약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19.5.28. 선정하고 ’19.10.28.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1) 임기제공무원 : ①일반임기제공무원, ②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③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구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2) 갑은 “사단법인 D운동”의 사업국장 출신이며, 푸른도시국 일반임기제공무원인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5.29. ‘’가 수탁업체로 선정

된 이후, ’19.6.26.일부터 ‘서울로 7017 운영단(서울로 걷다)’ 대표로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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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서울로 7017 민간위탁 선정·운영 현황
(단위:백만 원)

 

사업명 위탁
기간

총
위탁비 수탁기관 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 사업계획서 적격자
심의 대표자

서울로 7017
운영관리

’19.10.28.~
’21.12.31.

7,526 A사
(B센터·C조합)

-서울로 운영관리
-마케팅,프로그램 운영
-녹지·시설·안전관리

’19.5.20. ’19.11.29.
(승인:’19.12.3.1)

’19.5.28.
(협약:’19.10.28.)

을

한편, 위 임기제 공무원 갑은 ‘사단법인 D운동’의 사업국장 출신으로 ’19.5.28.

‘B센터’가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수탁업체로 선정된 후, 본인의 임기 중인

’19.6.26.부터 수탁업체인 A사 대표로 임명되어, 약 4개월(’××.6.26.~’××.10.31.)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없이 공무원의 직위와 수탁업체 대표자의 지위를 겸직하였으며,

’××.10.31. 임기제공무원에서 면직된 후 ’××.11.1.~’××.12.31.까지 위 업체로부

터 급여 명목으로 총 173,099,220원을 지급받았다.

2. 관련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제1항 후단 및「지방공무원 복무규

정」제11조 및「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제19조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

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공무원 겸임기준(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영리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
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게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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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실무(2017)’ 및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방안’(’14년 행정1부시장 방

침)에 따라 민간부분 업무활동 세부 명세서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지 않도록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를 징구하여 임용

승인 요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임용 전 3년간 민간업무 활동 신고 및 임용 후 2년간 관련 기관단체

와 직무연관성 여부 등을 사전·사후심사를 하여야 하며, 이해충돌 항목 발생 시

사안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재계약 연장 시 참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탁기관인 A사는「사무 위․수탁협약서」제8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에 따라 사무종사자를 채용함에 있어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

특성상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임기제공무원 임용계약 및 민간위탁 계약 관리 소홀

1) 임기제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

그런데 가과에서는 2017년 1월 임기제공무원 신규 임용 당시 인사담당자

(병)가 인사업무를 새로 담당하여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 징구 절차가 누락되었다.

이후 2019년 2월 갑은 통상적으로 3년3)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데도 [표 3]

과 같이 ’××.2.22.(6개월), ’××.9.1.(2개월) 총 2회에 걸쳐 임용연장계획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인사담당자(1차:정, 2차:병)는 유사사례 조사 등 사전 검토하지

않고 사후 심사도 하지 않는 등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계약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 2017년 1월 갑○○과 동일 직급으로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무○○(E사업소)의 경우 3년을 연장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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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임기제공무원 인사담당자 현황

소속
임기제공무원
임용·근무기간 인사 담당자

지적내용
구분 근무기간 직급 성 명 현 소속기관 관리기간

푸른도시국
가과

최초 ’××.×.×.~
’××.2.21. ◇◇5급 “신” 나과 ’17.1.16.~

’17.7.16. -직무회피 서약서 미징구

1차 ’××.2.22.~
’××.8.31.(6개월) ◇◇5급 “정” 다과

(휴직)
’17.7.24.~

’19.7.7. -사후 심사 미실시

2차 ’××.9.1.~
’××.10.31.(2개월) ◇◇5급 “병” 마과 ’19.7.17.~

’20.1.16. -사후 심사 미실시

한편, 갑은 2019.7.1.자로 예정되었던 민간위탁 개시가 10월말로 지연되자

20××.9.1.~10.31.(2개월)의 임용연장신청서를 인사담당자 병에게 제출함

으로써 약 4개월(’××.6.26.~’××.10.31.)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없이 수탁업체

대표자와 임기제공무원의 지위를 겸직 하였다.

이에 2차연장 인사담당자 병은 2019.7.17.자로 부서 배치를 받아 민간위탁

대표 임용과 겸직에 대하여는 사전에 알 수 없었으며 ‘제1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2022. 5월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수탁업체 계약종료(’21.12.31.)로

인하여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고, 당시 근무직원 대부분 1년 미만 직원으로써 정황

파악 및 진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19년 당시 업무담당자(“정”-

민간위탁총괄, “을”-시설운영)는 국외연수·지병 등의 사유로 수탁업체 대표 겸직 여부

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임기제 공무원 갑은 수탁업체의 추진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

다고 하나 확인한 결과, 2019.5.28 수탁업체 선정 이후 서울로시설관리 총괄팀장

지위로서 소관 업무의 인수·인계 등 준비 업무를 추진하였고, 민간위탁 원가분석용역

수행 시 서울로 운영업무 자료제출, 용역관련자에 자료설명 및 용역보고회 배석위원

으로써 의견을 개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공직 전념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민간위탁 계약관리 운영 소홀

수탁업체(A사) 대표 갑은 정책·기획 분야의 사무종사자를 채용하면서 대표

갑이 市 ●●운영단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동일한 부서에 소속되어 홍보·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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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담당한 임기제 공무원(무4), 근무기간 ’17.4.24.~’19.10.31.)을 ’19.11.

1. 업무경력 분야와 무관한데도 특별채용 하는 등 위수탁협약 체결 이후에는 사무

종사자를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사전에 시 검토·승인

없이 총 3명(무, 경5), 기)을 특별채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채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A사는 채용절차에 관한 서울시와의 사무 위·수탁협약을 위반하였

으며, 푸른도시국(가과)은 위․수탁 협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함

으로써 서울시 민간 위탁기관의 공정한 채용절차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였다.

나. 임기제공무원 갑 수뢰(형법 제129조 제1항)- ‘보수가 전제된 대표의 직위’ 취득

1) 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

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수뢰죄의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지방자치

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

되며,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한다.

한편,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

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2014.1.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

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

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

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

한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도993, 판결).

또한, 뇌물약속죄에 있어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

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뇌물의 목적물이 이

익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도5438, 판결).

4) 2021.1.1. 직무 및 경력분야가 상이한데도 ’21.1.1.자로 정책기획팀장(3→2급)으로 승급 처리함.
5) “경”는 前 가과 소속 기간제근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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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기제 5급 공무원의 지위에 있던 갑은 본인의 임기 중인 ’××.6.26. 수탁

업체인 A사 대표로 임명되었고, ’××.10.31. 임기제공무원에서 면직된 후 ’××.

11.01.~’××.12.31.까지 위 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총 173,099,220원을

지급받았다.

갑의 수뢰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갑은 위 단체의 대표로 취임할

당시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고, ② 푸른도시국 가과 소속 임기제

5급 공무원으로서 서울로 ◎◎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서울로

7017 운영관리의 수탁업체인 A사와의 직무관련성이 명백하다. ③ 한편,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대법원 1995.

6.30. 선고, 94도993, 판결), ‘대표’의 지위 그 자체도 수뢰죄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뇌물약속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뇌물약속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속 당시 금전 수수를 기대할 수 있으면 족하며, 가액·이행기가 확정

될 것도 요하지 않는다.

갑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직하던 ’××.6.26. 수탁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

였고, A사의 수탁업체는 ’××.10.28. 개시되었으며, 갑은 ’××.10.31. 임기제공

무원의 지위에서 의원면직한 후, 수탁기간 개시 직후인 ’××.11.1.부터 A사의 대표

이사로서 보수를 지급받았다.

대표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전제가 없는 이상 당연히 그 직무수행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 취임 당시에는 그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임과 동시에 수탁기간 개시 이후 급여 상당의 이익을 제공

할 것이라는 약속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A사의 내규에는 대표이사를 무보수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탁업체의 대표가 무보수로 근무한 사례 또한 찾기 힘들다. 갑은 ’××.

10.31. 임기제 공무원에서 퇴직한 직후 A의 대표자로서 총 173,099,22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대표 취임당시에는 급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기제 공무원 퇴직 이후 대표자로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

었던 이상 갑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9조의 뇌물약속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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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푸른도시국(가과)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금지 여부 확인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방치하는 등 사회 일반으로부

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가과에서는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절차 등 업무 미숙지로 인해 발생된 사안이

며 앞으로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

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년 9월 2차 근무기간 연장시에는

별도 겸임허가 등의 제출하지 않아 수탁기관의 대표자로 임명되었는지 알수 없었

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푸른도시국장은

① 5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 이해관계 충돌 직무회피 서약서를 징구

하고 겸직금지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계약 관리 업무 및 민간위탁 계약 수탁기관의 위․수탁협약서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② 공무원의 지위에서 뇌물을 수수․약속받은 임기제 공무원(갑)을「형

법」제129조에 따라 ‘수사의뢰’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6) 더욱이 갑이 2차 근무기간 연장시 임용계약만료 시점을 ’××.10.31.로 요청하였는데, ‘A’의 위탁기간이 임용계약
만료 불과 3일 전인 ’××.10.28.일에 개시된 점 등 그 직무집행의 청렴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 11 -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민간위탁 발주부적정 및 위·수탁협약 미이행

관 계 기 관 푸른도시국

내 용

푸른도시국(가과)에서「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

위탁 사무내용)에 따라 ’19.3.25.과 ’19.5.8. 2회에 걸쳐 민간위탁자를 모집공고

를 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19.5.28. 단독 응찰한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자심사를 걸쳐〔표1〕과 같이 서울로 7017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표1〕서울로 7017 운영 민간위탁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위탁
기간

총
위탁비 수탁기관 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제안서 사업계획서 적격자
심의 대표명

서올로
7017

운영관리

’19.10.28.~
’21.12.31.

7,526 A사
-서울로 운영관리
-마케팅,프로그램 운영
-녹지·시설·안전관리

’19.5.20. ’19.11.29.
(승인:’19.12.31.)

’19.5.28.
(협약:’19.10.28.)

을

      ※ 1차(’19.3.25.), 2차(’19.5.8.) 유찰에 따라 1,2회 모두 응찰한 단체 적격자 심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 위탁용역 과다 인력산출 및 선정절차 부적정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및「서울로 7017 원가분석용역(201

8)」에 따르면 민간위탁 위탁운영 인력은 경영·행사운영(4명), 시설관리(28명), 판

매시설(4~8명)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탁기관의 참가요건은 문화·관광 및 녹지·

시설정비 등 실적이 있는 민간업체가 없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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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서울로 판매시설 현황(7개소)

시설명 여행자카페 서울로가게 서울화반 목련다방 수국식빵 장미빙수 도토리풀빵

면적 119.79㎡ 13.53㎡ 119.79㎡ 16.12㎡ 42.5㎡ 41.84㎡ 9.08㎡

용도
(운영여부)

관광체험상품
(×)

기념품판매
(○)

식음료판매
(×)

식료판매
(○)

식음료판매
(×)

식음료판매
(×)

식음료판매
(×)무인

      ※ 여행자카페(관광안내소)는 E재단에서 운영

또한, 2017~2018년 E재단에서 수익형 편의시설을 운영하였으나 매출 감소

등 사유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임에도 약 4억원의 손실을 보존해주고 2018년 운영

포기하였다.

그리고 ’18.9.18. 평가위원회(나과)에 제출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심의

의뢰서’에 따르면 판매시설 4개소는 민간위탁에서 제외하고 사용수익허가시설로

일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도록 승인되었다.

그런데 가과에서는 2019년 총 2회에 걸쳐 ‘서울로 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

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면서 일부 판매시설을 운영할 경우 상시인력을 8명 → 2명으로

변경하여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는데도〔표2〕와 같이 판매시설 2개소만 운영하는데도

판매시설 운영 인력 6명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인건비 총 416백만 원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수탁기관 중 B사는 공원·녹지·시설물 운영 등 실무

경험이 부족한 업체이며, C사는 제안 공고전 설립(인가 ’19.2.25.)되는 등 공원녹지·

문화·관광 등 운영실적이 없는 업체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운영한 결과 ’18년 안전 진

단시 교면포장 안전등급이 A등급 인데 비해 ’21년 안전진단은 C등급으로 내구성이

저하되는 등 교면포장·식재화분의 균열·누수에 대해 적절한 하자보수 조치를 하지 않

아 전체 교면포장 6,435㎡중 427㎡ 균열(7%)이 발생되어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동절기 고드름 낙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18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교면포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균열 폭에

따른 적정한 공법으로 하자보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19.12.12. 수탁기관

에서는 토목분야 외부전문가와 최종 하자점검을 하면서 ‘하자없음’으로 제출되면서 하자

보수 기회를 상실하여 약 28억원 보수·보강을 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참여인력 23명중 3명만 수탁기관 소속 직원이며 지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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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채용하여 문화·행사를 운영하였으나 ’20년 대비 행사운영 62.7% 감소, 제3자

행사위탁도 54%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행사운영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서울로 7017 운영관리 조직·인력구성 현황
(단위:명/백만원)

※ 수익시설 운영실적 : ’20년 5,332천 원, ’21년 7,728천 원(’18년 E재단 수익시설별 평균 25,774천 원)

2.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승인절차 및 협약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제3절8(협상진행)에 따르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

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및「위·수탁 협약서」제8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에 따르면 수탁사무 종

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하며,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검토·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로7017 민간 수탁기관(B사, C사)은 2019.11.29.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수탁기관 선정시 제출된 제안서의 분야별 인력중 대표자(을→갑)를 포함

하여 총 9명 수탁사무 종사자가 변경 및 운영조직(3팀→4팀)이 변경 되었는데도

서울시의 사전 검토·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배치․운영하였다.

또한, 민간위탁 협약체결 이후에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야 하는데도 총 3명(병, 을, 정)을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

승인 없이 특별채용함으로써 공개모집 절차 준수하지 않아 입찰 공고시 명시된

7) 민간위탁 정규직(4급) 2020년 월보수액(2,667천원) × 운영기간(26개월) × 6명 = 416,052천원

구 분 원가분석 市제안요청서
(수익시설 전체위탁시)

제안요청서
(수익시설 일부위탁시) 비고

계
(총사업비) 43 43

(7,526)
37

(7,110)
6

(416)7)

대 표 1 1 1

경영지원
마케팅·프로그램

시설관리
편의시설(7개소)

3
7
6
8

3
7
6
8

3
7
6
2

기간제 18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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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협약서 제19조의 해지 사유에

해당 된다.

※ 수탁기관 대표 갑(’××.2.22.~’××.10.31.) 市 서울로◎◎◎◎(행정5) 팀장 출신이며, 을은 동일

부서 소속 홍보·마케팅 분야로 채용된 직원으로써 정책기획 분야와 연관이 없는데도 ’19.11.1. 공개

모집 절차 없이 특별채용하였으며 ’21.1.1.자로 팀장으로 승진함.

이에 가과에서는 선정된 수탁자의 인력을 교체 요구하는 경우 평가 당시 제출한

인력들이 받은 점수 이상의 경력 및 자격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확인·검토 없이 ’19.12.31.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다.

〔표4〕서울로 운영관리 인력채용 현황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가과에서는 위 감사지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다.

서울로7017 운영 사업계획안 승인시 편의시설 2개소에 대해 판매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승인되었으며 나머지 공간은 개별 공간의 컨셉을 기획하여 활성화

하기로 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인력은 단지 판매시설 2개소만 위한 인력이

아니라 모든 편의시설 8개소의 기획·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운영되

었습니다.

또한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병,무는 고용승계로 인해 특별채용되었으며, 기는

제안서 제출 전인 ’19년 4월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으나 제안서 제출시 명단누락

으로 인해 특별채용 되었으며, 향후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 분 제안서
미배치 인력

사업계획서
변경배치인력 채용일자 비고

계 4명 9명 특별채용 3명
(병,무,기)

대표자 을 갑 ’19.11.1. 서울로◎◎◎팀장
(’17.2.22.~’19.10.31.)

배치인력
경(예산.회계)
신(프로그램)
임(시설관리)

병,정,무
계
자
기
축
인

’19.11.1.
’19.11.25.
’19.11.11.
’19.11.15.
’19.11.4.
’19.12.2.

임기제(’17.4.24.~’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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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서울로 7017 원가분석용역(2018)」에 따르면 분야별 위탁인원

산정은 별도 판매시설 운영에 따른 상시 인력배치로 8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마케팅

·프로그램 등의 운영인력이 반영되었으므로 판매시설 2개소만 운영·승인되었다면

발주 공고시 8→2명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중 팀장은 3명만 운영하도록

운영비가 산출되었음으로 원가분석자료를 토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병, 무의 특별채용은 사전에 ‘시’의 검토·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 또한 제안서의 명단누락이라고는 하나 특별채용에 해당됨으로 「서울로7017

운영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서」제8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를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승계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채용인력까지 고용승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조치할 사항

푸른도시국장은

민간위탁 시 위탁사무에 적합한 인력산출, 선정기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라며(주의),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 인력을 교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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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민간행사비 과다정산 등 확인 소홀

관 계 기 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용

A사는 서울로7017 관리를 푸른도시국 가과8)에서 민간위탁 받아 서울로

7017 내 행사 및 전시품 설치 등을 위하여 [표1]과 같이 공사 및 용역을 시행

하였다.

[표1] A사 공사·용역 시행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시공자 도급비 비고

1 ★★ ○○이글루 설치공사 2019.11.08.
~2019.12.22. C사 11,000

2 <서울로 ◇◇◇◇>
기획 및 섭외용역

2020.07.06.
~2020.10.10. D사 15,000

3 (◆◆◆ 바다)
■■■아트 영상 제작 및 송출

2020.08.28.
~2020.09.06. E사 15,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7절 및 제14장 제6절에 따르면 공

사·용역 등의 추가업무, 특정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금

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

야한다.

그런데 A사에서 시행한 ‘★★ ○○ 이글루 설치공사’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디자인 설계, 제작, 시공(설치), 철거 등 관련 모든 비용을 일체 포함하여 계약

하였지만 설치 후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으며, 향후 시설물 철거에

대하여 2,970천 원의 별도 용역을 실시하였다.

8) 서울로7017관리 담당부서가 푸른도시국 가과 서울로 지원팀에서 2022. 1. 26. ●●공원녹지사업
소 ◎◎◎사업소로 변경



- 17 -

또한, A사에서 작성한 산출기초조사서 및 사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로

◇◇◇> 기획 및 섭외용역’은 당초 12팀으로 계약되었으나 8팀 출연으로 바뀌었

으며, ‘(◆◆◆ 바다)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및 송출’ 용역은 당초 11일 전시 예

정이었던 행사가 7일로 축소되고 실제로는 5일만 송출하는 등 용역 계약에 대

한 특정항목의 삭제 및 감소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별

도 계약금액 조정을 하거나 계약이행 내용이 계약에 위반됨에도 필요한 시정조

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다.

그 결과, 준공검사 및 정산업무 소홀로 인하여 ‘★★ ○○이글루 설치공사’

외 2건에서 [표2]와 같이 총 10,870천 원의 예산낭비가 발생하였다.

[표2] 계약 정산업무 부적정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공종(규격)
수량

정산 부적정 금액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10,870
1 ★★ ○○이글루 설치공사 철거 1식 - 2,970 추가비용

2 <서울로 ◇◇◇>
기획 및 섭외용역 아티스트 출연료 12팀 8팀 4,000

3 (◆◆◆ 바다)
■■■아트 영상 제작 및 송출

PT-DZ21K 2대
(프로젝터) 11일 7일 3,000

잡자재 11일 7일 160
비디오 콘솔 11일 7일 200
시스템 운용 11일 7일 540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 ○○이글루 설치공사’의 경우 구조보강 등으로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였으며, ‘<서울로 ◇◇◇> 기획 및 섭외용역’은 추가

적으로 아티스트출연 감축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추가하였다고 답변하

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조정해야할 사유가

있으면 적정한 설계변경 절차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하나 적절한 원가검토 등을

하지 않고 임의로 금액 조정 등을 한 사안으로 해당 사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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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과다 정산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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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관 계 기 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용

A사는 서울로7017 관리를 푸른도시국 가과에서 민간위탁 받아 [표 1]과

같이 공사·물품제작설치를 시행하였다.

[표1] A○○ 사업 시행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시공자 도급비
(전기공사 도급비) 비고

1 ★★ ○○ 이글루 설치공사 2019.11.8.
~2019.12.22. C사 11,000

(1,000)

2 경관조명 ‘♤♤터널 : ♠♠♠ 서울’
설치공사

2019.11.9.
~2019.12.22. D사 51,000

(2,000)

3 <♡♡♡ 꽃 본 듯이>
보행로 내 경관조명 제작·설치

2020.12.15.
~2020.12.17. E사 11,000

(10,900)

4 서울로 7017 ♥♥ ♧♧블록
재설치 공사

2020.10.29.
~2020.12.30. F사 16,445

「전기공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꽂음접속기, 전구

류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장식전구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의 설치 등 법

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한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의 전문공사 등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A사에서는 ‘★★ ○○ 이글루 설치공사’ 외 2건의 전시품 제작 및 공간

구축사업 계약시 경미한 전기공사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전기배선 작업을 포함한

경관조명 설치를 전기공사 무자격자인 전시품 제작업체에 일괄 도급하여 시공

하였다.

또한 ‘서울로 7017 ♥♥ ♧♧블록 재설치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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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 원 이상으로 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는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에 도급하여 시공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 ○○ 이글루 설치공사’ 및 서울로 7017 ♥

♥ ♧♧블록 재설치 공사‘의 경우 법령해석 오류에 따른 사안임을 시인하였으며,

‘경관조명 ♤♤’ ♠♠ 서울 설치공사 외 1건의 경우 조명 등의 물품을 설치비를

포함하여 구매한 것으로 전기공사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공사계약으로 계약체결 되었으며, 또한 물품 제작·설치의

경우라 하여도 전기공사업 등의 면허가 필요한 설치 작업의 경우 전기공사업 면

허를 소유한 업체가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조치할 사항

중부녹지사업소장은

전기공사 등 무자격자가 시공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

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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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수탁업체 사무용기기 물품 인수·인계 부적정

관 계 기 관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용

A사는 서울로7017 관리를 푸른도시국 가과9)에서 민간위탁 받아 ’19.10.

28. ~ ’21.12.31.까지 운영하였다.

‘서울특별시 서울로7017 운영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에 따르면 A사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A사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A사는 시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구입하는 장비 등은

지체없이 시에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1.12.31. 위탁종료에 따라 A사에서 인수인계 받은 물품을 감

사일 현재(’22.2.14.) 확인한 결과 홍보디자인 작업을 위하여 구매한 고사양 데

스크탑의 부품을 [사진]과 같이 무단으로 저사양 그래픽카드로 변경하였으며

인수인계 받은 노트북 중 1대는 규격이 다른 제품으로 반납하는 등 [표]와

같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물품을 훼손하여 수탁재산에 총 979천 원의 손해가 발생

하였다.

[사진] 고사양 컴퓨터 무단 부품 교체

당초 구매한 그래픽카드(INNO3D RTX 3070) 변경설치 된 저사양 그래픽카드(msi GTX 960)

9) 서울로7017관리부서가 푸른도시국 가과 서울로 지원팀에서 ’22. 1. 2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로사업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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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물품관리 및 인수인계 부적정 물품내역 
                                                                                  (단위: 천원)

연번 물품명 규격명 취득일자 취득가격 부적정 내용 비고
(차이)

합계 2,873 979

1 데스크톱컴퓨터 CO-2595400916 2020.12.31. 1,673 그래픽 카드 무단 변경
(RTX 3070 → GTX 960) 932

2 노트북 HP, Probook 450 2019.12.30. 1,200
물품 규격상이

(HP Probook 450 → HP
Pavillion)

47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위탁 운영중단에 따른 업무 마무리 및 위탁 사무실

이전 작업등을 동시에 병행하는 등 그래픽 파일에 대한 단기간 대량 백업작업 중

그래픽카드가 고장이 나서 기존에 사용 중이던 그래픽카드로 대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그래픽 파일의 백업 작업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라 해

당 작업으로 인한 고장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타 사유로 고장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제품은 무상 3년의 A/S가 지원되는 제품으로 A/S 등록하여 인수인계가

가능한 사항으로 해당 의견은 인정될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중부녹지사업소장은

수탁재산 손해에 대하여 수탁업체로 하여금 배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

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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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무등록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관 계 기 관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용

1. 업무개요

도시기반시설본부 나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서울로 7017 프로젝트 건

설공사’(이하 ‘이건 공사’라 한다)를 [표1]과 같이 시행하였다.

[표1] 공사계약 체결현황

(단위:백만원)

발주청 공사명 원도급사 계약기간 계약금액 하도급 현황 비 고

도시기반
시설본부

서울로 7017
프로젝트
건설공사

C사 외1
2016. 4 .15.

~2017. 11.21.
31,374

D사
외 8개사

한편 이 건 공사는 2015. 11. 6. A사(대표 갑)와 (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

다)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2015.11.6. ~2017.11.30.)을 체결하였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

술인 을에게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2. 관련법령(판단기준)

舊｢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

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 및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항에 따르면, 건

설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

야 하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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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건설기술진흥법」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 제

4조(성실 및 청렴의무)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제4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

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한 때에는 공

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제1항 제1호 자목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

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 건 공사의 주계약자인 C사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하

수급인에게 하도급하여야 함에도, ‘서울로 7017 상부 고정형 식재포트’ 공사 부분에

대하여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D사(♦♦♦♦ 식재포트 생산업체)에게 불법하도급하

여 시공하도록 하였다.

해당공종을 C사가 시공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10)는 해당공종에 투입된 근

로자의 노무비를 C사가 지급하였어야 하고, 자재 및 장비 역시 C사가 조달하였음

이 입증되어야 하나, 실제로 이건 공사는 무등록업체인 D사의 실질적인 대표 을이

① 근로자를 모집하여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② 시공에 필요한 굴착기,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직접 수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까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실

질적으로 D사에 의하여 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위 을은 조사과정에서 ‘겨

울철 공사로 인해 식재포트 놓을 자리에 얼음이 얼어있어 수작업으로 일일이 깨면

서 공사하느라 어려움도 많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실제공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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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무등록업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이 이루어진 정

황이 명백하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을 위배하여 불법

하도급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결과,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무등록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준공 이후인 2020.11월 서울로

7017 상부 고정형 식재포트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식재포트 총 642개중 559

개에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고, 식물생육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舊｢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제25조를 위반한 시공사(하수급인 등)

와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

아 부실공사가 발생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행정처분의 대상이었으나 공소시효·제척기간 경과 사유로 해당업체 및 위반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이 불가능 하였다.

□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이 건 공사의 공사관리관은 당시, 국내에서 ♦♦♦♦로 식재포

트를 제작한 경험이 전무하였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공사를 진행하느라 건

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으며,

원도급사에서 제작업체와 맺은 계약으로 공사비가 부풀려 청구된 사실은 알 수 없

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설계서, 준공내역서 등 관계서류에서도 식재포트 설치.운반비는 원도급

사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제작업체가 시공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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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할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①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앞으로

동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

며 (주의)

② 건설공사 불법하도급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계자(건설사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사관리관 등)에게 관련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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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안전등급 B→A등급 조정 등 보행로 C등급 하락 우려

관 계 기 관 안전총괄실

내 용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나과)에서는 ‘서울로 7017 정밀안전진단용역’(이하

‘이 건 용역’ 라 한다.)을 A사(대표 을) 외 1개사와 ’18.3.27. [표1〕과 같이

계약 체결하여 ’19.7.26. 용역 완료였으며, 용역감독은 가과에서 직접 감독 수

행하였다.

[표 1〕용역 현황

용역명 도급자 도급비
사 업 기 간

최 초 1차 변경

서울로 7017
정밀안전 진단용역

A사(대표 을)
외 1개사

196,918천원
2018.3.27.
∼ 2019.3.21.

2018.3.27.
~2019.7.26.

(증 4개월)

※용역 중지기간 : 2019.3.5.∼2019.7.2.(115일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에 따르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시설물의 전체 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 등을 통해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11)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설물의 구조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 및 측정·평가하여 결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며 내진성능을 평가함

으로써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여 시설물의

효용 증진과 공공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1) 안전등급(결합도) : A등급(0.13 이하), B등급(0.13~0.26 이하), C등급(0.26~0.49 이하), D등급(0.49~0.79
이하), E등급(0.7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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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로 7017 준공 직후(2017.11) 초기점검에는 안전등급이 A등급

(결합도 0.114) 판정되었으나 2018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면서 안전

진단업체에서는 ’18.9.7., ’19.2.18. 중간·최종 보고시 시설물 결함도 0.204,

0.191로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하향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나과는 정밀안전진단 용역기간을 2019.3.5.~2019.7.2.(115일간)

까지 일시 중지한 후 안전등급 결함도가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보수업체(연간단

가)로 하여금 약 68백만 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시설물 안전 진단을 재

평가하도록 지시하여 당초 B등급(0.204)→A등급(0.128)으로 조정하여 준공

처리하였다.

아울러, 2021년 실시한 점검용역 결과, 이전 보수·보강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손상 및 재손상으로 인해 추가로 보수가 필요한 건수는 662건으로

전체 보수건수 2,331건 중 28.4%를 차지하는 등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하며,

안전 등급도 A등급에서 B등급(0.187)으로 하향되었다.

그 결과 서울로7017 시설물의 보수를 위해 지속적인 보수·보강공사 비용

96,384천원(2021년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교량상부의 균열 및

누수 등에 따른 내구성 저하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서울로 교량시설물의 거더·바닥판은 나과, 교면포장·배수시설은 가과에서 각각

따로 관리하고 있어 근본적인 교면포장 균열원인 등 확인하지 않고 임시적 보수만

시행하는 등 향후 안전 등급 추가 하락 방지를 위하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여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나과에서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일시정지(115일간)를 통하여 ‘서울로 7017’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상향시킨 사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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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7017은 시민 이용객이 많으며 교량하부에 철도 및 도로가 통과하는

교량으로서 시설물의 중요성을 감안, 용역 일시중단하여 하자보수 후 진단용역

사로 하여금 시설물 상태를 재확인하여 안전등급을 최종평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로 7017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사실적인 근거로 객관성과 일관

성을 확보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용역 수행 중에 일시 중지하여 보수·보강 후 등

급을 조정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안전총괄실장은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 서울로

7017 시설물 관리주체를 일원화 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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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특정제품 선정절차 및 품질·시공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총괄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내 용

도시기반시설본부(다부)에서 ‘서울역7017 프로젝트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해 A사와 ’16.4.18. [표 1]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서울역

7017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는 C사에서 감독

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

〔표1〕 LMC 교면포장 특허공법 적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업 체 현 황

비 고
수 급 인 하 수 급 인

업 체 명
(업 종)

도급액 공사기간 업 체 명 하도급액(변경)
공 종
(특허등록)

서울역7017프로젝트
건설공사

A사 외1
(대표병외1)

32,374
’16.4.18.~
’17.11.28.

B사 740(1,015)
(‘16.12.9.~‘17.10.31.)

LMC 교면포장
(10-××××823) 시공사

(토목.조경)시공기간: ’16.10.28.~’16.11.17.(본선)
’17.3.10, 3.17.(램프D, B)

C사 외 3
(대표 정외3)

1,855
’15.11.06.
~’17.11.25.

- - - 건설사업관리

1. 건설공사 특정제품 선정절차 미준수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09.11.12., 행정1부시

장방침 제559호)에 의하면 특정제품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설계에 적합한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며, 공사 또는 현장 여건 상의 기술적 제고사항 등을

검토하고 발주부서에서 여러 대안 및 추천안을 제시하여 의원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최적안을 채택하여 합의에 의거 통과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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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교면포장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16.7.30.~ ’16.9.

2. 시범포장 실시 결과, 당초 선정된 교면포장업체(◐-◑MC)의 다수 균열이 발생되어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교면포장(당초:◐-◑MC, 변경:▣▣MC)을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새로운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품질·성능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하지

않았을뿐더러 자체 심의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부서에서 특정업체(B사, 계약금

액 740백만 원)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특정제품 변경 적용된 ▣▣MC 교면포장의 적용 필요성, 공법 특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정함으로써 시공 후 균열 등 품질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교면포장의 내구성 저하 및 행정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결과

가 초래되었다.

2. 교면포장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시방서」및「현장배합표」에 따르면 굵은 골재의 입도기준 사용하고〔표2〕

같이 재료별 배합기준을 준수하고 대기온도가 7℃ 이하일 경우에는 라텍스 혼합개질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아니 된다.

▣▣MC교면포장(G이엔씨) 공법은〔표2〕같이 휨 전단성능, 부착성능, 방수

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시험을 통하여 현장배합기준(시멘트, 라텍스, 자갈, 모

래)을 결정하고 발주처에서 승인된 배합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표2〕교면포장 재료별 자재 반입·사용 현황
(단위 : ton)

공종 품 목
(규격)

단위수량
(㎏/㎥)

수량
(㎥)

①현장배합
기준12) 반입량 ②거래명세서상

반입량
비고

(①-②)

▣▣MC
교면포장

라텍스
(KSL363)

126

719

93 125.3 125 ▼ 32

시멘트
(▣▣MC)

400 296 315 315 ▼ 19

자갈
(13mm)

711 562 723 773 ▼ 161~211

모래
(강사)

1,004 808 1,060 876 ▼ 6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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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시공지침」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세부지침｣

에 따르면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포설 후 56일까지 균열이 없는 균열저항성 등 내구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교면포장의 불량률이 2% 이상 10% 미만인 경우 포장

손상으로 차량의 통행에 영향을 주고, 10% 이상인 경우 전반적인 재포장이 필요

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교면포장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방규정을 준수하는 등 균열이 발생

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시공 후 포장층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균열 폭, 균열

깊이 등을 조사하여 시공사의 부담으로 보수·보강하도록 하거나 크게 손상(포장불량률

10% 이상)된 경우 재시공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2016. 11월 교면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16.11.5. 현장배합 기준에 따라 배합조건에 만족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표2〕와 같이 재료별 현장배합기준보다 약 6% ~ 31% 과다13)하게 사용되는

등 시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거래명세서 반입량도 일치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대기온도 7℃ 이하일 경우에는 교면포장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되는데도

교면포장 시공업체(G이엔씨)에서는 ’16.11.9., ’16.11.16. 대기온도 3.5℃, 4.7℃

에서 교면포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시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16.11.17.시공완료 후 재령 56일까지 후 균열이 없어야 하는데도 약

32일 후 0.1 ~ 0.214)㎜의 균열이 발생하자 균열발생 원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

하지 않고 균열보수·표면처리 방법으로 보수를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기간중 교면포장 균열상태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조사면적

12) 배합기준 : 재료별 단위수량 × 수량 + 재료별 할증(라텍스·시멘트 3%, 자갈 10%, 모래 12%)
13) 적정 배합물량이 많으면 타설은 용이하지만 운반,타설, 다짐중 재료분리가 현저하게 되고 물이 많아져 골재 부
착성능이 저해되며 라텍스사용량은 증가할수록 압축강도와 방수성능은 저하되는 등 품질의 변동원인이 됨(라텍스
개질 콘코리트 투수특성, 20년 학술발표회 논문)

14) 0.2mm 이상의 균열에서는 100%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성능이 상실됨-콘크리트 구조균열(기문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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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중 42715)㎡ 균열이 발생되었으며, 재결함도 89㎡(288개소)로서 포장

불량율16)이 7%를 초과하고 있어 근본적인 보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균열 0.3mm 재결함 구간중 총 5개(교각부 4, 옹벽구간1)의 코어를 채

취하여 교면포장과 바닥판 간 경계면을 확인한 결과 옹벽구간 B1 ~ 교각 19번까지

〔사진〕과 같이 교면포장층이 바닥판과의 경계면에서 최소 3mm ~ 최대 20mm까지

들뜸으로 쉽게 떨어지는 등 바닥판과 교면포장면과 부착이 되어 있지 않았다.

〔사진〕서울로7017 상부 바닥판 파손 및 시공현황

옹벽구간B1(20mm 들뜸) 교각P1~P2(17mm 들뜸)
교면포장 두께 부족 (T=7cm) 교각P13~P14(7mm 들뜸) 교각P19(3mm 들뜸)

현황 사진 골재입도 불량 골재입도 불량(26mm)

이와 관련하여,「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21.8.19)」제

4조 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17)에 대하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발주부서에서는 계약내용을

토대로 하자발생 원인과 설계기준 및 시방서 이행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시공사 하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제안공모 설계자로부터 상부 포장마감재는 콘크리

트와 동일한 재질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에 따라 서울로 시험조건

15) 연도별 균열발생 현황 : ’17년 155㎡(701개소), ’18년 72㎡(245개소), ’21년 200㎡(554개소) = 427㎡(1,500개소)
16) 포장불량률(%) :〔면적균열개소:1방향(균열길이×0.25m), 2방향(가로길이+0.25m×세로길이+0.25)〕÷〔조사단위면적〕×100
17) 시공상 하자라 함은 시설물의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

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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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수도관, 전선관 등)가 유사한 조건으로 시험시공 결과 당초 ◐-◑MC제품

에 다수 균열이 발생되어 현장적용이 불가능했으며, ▣▣MC제품 또한 경미한

균열은 발생하였으나 설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자재 및 현장요건에 적합한 제품

이 없어 부득히하게 ▣▣MC 공법으로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17.5월 시민개방 요구 지시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이 어려워 동절기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함에 따라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사과정에서 부

적합한 자재 등 품질 성능이 만족되지 않은 자재 사용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서울로7017는 당초 철거후 재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4년 이후 도시재

생사업의 전환되면서 시책사업의 가시적 성과 및 시정목표만을 정한 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기간은 ’17.11.28.까지였으나 ’17년 5월 시민개방 결정으로

인하여 교면포장·식재포트 공종의 시공·품질 관리가 어려웠던 점과 설계자의 요구

를 인해 부적합한 제품 특성에 따른 어려움 점은 인정되나, 시공 중 배합조건 미

준수, 불량 골재 혼입, 교면포장과 바닥판이 부착이 되지 않은 점과 제품성능(재

령 56일 이전에 균열 발생)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수급인의 부

담으로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임시적 보수만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① 시공상 하자 등 교면포장 균열·누수·들뜸 발생에 대하여 시공실태를 검토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안전총괄실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① 교면포장(LMC)과 바닥판에서 발생하고 있는 누수, 바닥판 들뜸 등 시설상

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교면포장(LMC) 적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지침」

에 따라 근본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