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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변경 유권해석 및 유형별 사례

1-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에 따른 설계변경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단가 과다 · 과소 계상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시공사가 ○○○ 신축공사 총액 낙찰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내역서의 특정 품목의 내역란에 재료비, 인건비, 경비란 중 재료비만

기입하여 제출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답변] 회계제도과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제 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설계서는 동 조건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바

◦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동 품목․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것으로서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소위 :공내역서)를 말하며,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품목의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한 총단가를 의미)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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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2)

[질의] 설계변경에서 우선시공 지시일 기준

○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실정보고한 날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날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답변]

○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해야 하나,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 완료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할 수 있음

○ 우선시공 지시일은 발주기관이 문서 또는 구두로 우선 시공을 지시한

일자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우선 시공 지시일이 언제인지는 관련규정,

발주기관의 지시문서 및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유권해석 내용(3)

[질의]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 인공조형물을 시공 중 1식으로 잡혀져 있는 F.R.P조형물이 도면과 내역서

에는 F.R.P조형물로 표기만 되어있고, 상세도면이 없어 동 조형물의

시방서와 견적서를 확인하니, E.P.S와 우레탄 코팅으로 하는 조형물을

근거로 작성된 경우 어떤 것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지

[답변] - 조달청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적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

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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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4)

[질의] 도급내역에 미반영된 현장설명 사항 설계변경 여부

◦ 현장설명서 상에 경계측량, BIM(3D Modeling), 자문위원선정, 친환경 및

BF인증, 건설기록지 제작등 건설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현장설명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공사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에 누락된 항목들의

설계변경 여부

[답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로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나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

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일반조건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또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서에 명시한 사항이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보완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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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5)

[질의]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공사가 아닌 공사에 대하여 동 비용을 계상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 ㅇㅇ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의 시행)및 동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에 해당되는지 않는다면 물량내역

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 반영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 - 회계제도과

○ 국가기관이 체결한 총액입찰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규정의 의거 낙찰자에게 입찰

관련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규정의 의거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발주기관이 작성․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 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물량내역서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해당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물량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을 반영한

경우 설계서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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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계변경 사례

■ ○○○길 보도정비공사

      ○ 「사철나무 식재」 비목 식재규격 다르게 시공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Ⅵ-2-나-1)호 규정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검토를통하여당초설계서에의한시공방법, 투입자재등확인된사항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사철나무 식재」 비목은 보도부 띠녹지 조성구간으로서 식재규격이 설계

도면 및 물량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 검토결과,

확인된 규격(H1.5m, W0.5m)과 다른 규격(H1.2m, W0.4m)으로 실제

시공하였으나 설계변경 등 감액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함으로써,

․ 「사철나무 식재」 비목에 대한 공사비 과다 지급

■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 「레미콘타설」 비목 수량 과다 설계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Ⅵ-2-나항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하도록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 공사원가계산을 하면서

․「레미콘타설」 비목의 수량은 체적(㎥) 단위로 반영하였으므로 설계변경 수량

산출시에는 면적(192.5㎡)×시공두께(0.1m)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 면적(㎡) 수량으로 착오 계상하여 레미콘타설 적정수량 19.25㎥보다 173.25㎥

더 많은 192.50㎥로 공사비를 정산함으로써 공사비 과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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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시설물 정비사업

      ○ 조합놀이대 A-A설치 신규비목 임의 반영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Ⅰ-2 및 Ⅶ-1 규정에 의거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는 설계서(계약문서)가 아니므로 세부비목의 단가를 과다․과소하게

산출하였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조합놀이대A설치」 비목의 경우 재료비(19,868,286원), 노무비(57,057원),

경비(2,974원)로 공사도급 계약체결 하였으나,

- 공사 설계변경 시 설계도면 등 설계서의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공사 원가계산시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의 단가가 과소 산출되었다는 사유로

-「조합놀이대A-A설치」신규비목 신설방법으로 임의증액 변경하여 공사비 과다 지급

〈그림 조합놀이대 사진〉

설계도면(당초) 준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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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공사설계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상이에 따른 설계

변경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 일치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계약내역에 없으나 시방서에 따라 증가한 항목 및 수량 설계변경 가능여부

1. 공종 : 공통가설공사 중 현장가설사무실공사

2. 개요 : 내역에 없는 가설사무실내 항목을 시방서에의해 추가함

3. 내용 : 가설사무실의 도급내역에는

- 조립식가설사무소/도급자 (100m2)

- 조립식가설사무소/감독관 (80m2)

- 조립식가설실험실 (50m2)

- 조립식가설창고 (180m2)

총 410㎡의 물량이 있으나 실제 시공은 안전교육장(234㎡), 브리핑룸(64㎡)등

기타 발주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시방서에 의거 총연면적810m2 가설사무실을

시공하였습니다.

그럼 내역입찰이었으므로 추가되는 물량과 ROOM에 대하여 금액추가요청이 가능

한 지 질의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위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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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계변경 사례

■ ○○○ 이중화 설치공사

      ○ 강재 가시설 설계도면과 다르게 과다 설계

-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 강재가시설(2) 설계도면에 의하면 길이 9.4m인 H-Pile 말뚝 8개소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서에는 1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토사

천공(D=400㎜)」 등 7개 비목 수량을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과다 산출하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반영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호제3항 규정에 의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정산 설계변경 하면서

․ 설계도면 기준으로 「토사천공(D=400㎜)」 비목 수량을 산출할 경우

91.6m임에도 37.4m 더 많은 129m로 산출하는 등 7개 비목에 대해

설계도면 보다 과다 산출함으로써,

- 「토사천공(D=400㎜)」등 7개 비목에 대한 공사비 과다 지급

      ※ 가시설공 수량 현황

연번 공 종 규 격 단위
적정 수량

비고
설계 적정 과다

1 토사천공 D=400㎜ m 129 91.6 37.4

2 케이싱설치 및 철거 ∅406㎜ m 129 91.6 37.4

3
H-pile항타

(천공후)
300*300*10*15 본 16 12 4

4 H-pile 인발 300*300*10*15 본 16 12 4

5 H-pile 두부정리 본 16 12 4

6 H-형강 손율 4개월 미만 ton 22.6 18.82 3.78

7 강재운반비 40㎞ ton 22.6 18.82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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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질·용수 등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 현상상태에 따라 설계서 변경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시방서 해석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가능 여부

○ 시방서에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소음 감소공법을

제출, 발주자 승인 후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공사 중인 민원이

발생하여 발파공법을 변경(설계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답변]

○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또는 민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방법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동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특약/조건을 정하는 것은

계약의 원칙에 위배됨.

※ 시행령제4조(계약의 원칙),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

   2) 설계변경 사례

■ ○○청사 신축공사

      ○ 시공자 지질상태 변경 미통지 및 책임감리원 설계변경 미조치

- 송․배수관로 770m구간 중 송수관 287m, 배수관 270m 시공하면서

- 암반으로 설계된 지반선 1.2m이하부터 3.5m까지(H=2.3m)의 지질은

- 실제 시공결과 토사 또는 풍화암인 사실이

․ 시공자(ㅇㅇ주택)가 제출한 현장 시공 사진과

․ 시공자의 작업일지상의 장비투입 현황에 토공작업시 백호우만 사용하고 브레카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었음에도

- 시공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의한 현장상태 변경을 통지한 사실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 감리자는 송․배수관을 부설하고 포장복구가 완료된 시점까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고 시공 진행

※ 지질변경에 따른 공사비 비교(B-LINE 전구간)

․ 경암 502,275천원 - 견질토사 8,723천원 = 차액 493,552천원

․ 경암 502,275천원 - 풍 화 암 139,704천원 = 차액 362,57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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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 신축공사 

      ○ 설계서의 지질상태가 현장과 상이하나 설계변경 미시행

- 공사 설계변경 하면서

․ 당초 설계서에는 지질상태를 토사로 설계하였으나 공사중 지질상태를 확인한

결과 설계서에 없던 폐콘크리트(우수박스, 구조물, 맨홀 등)의 지하매설물

374㎥가 있는 경우에는

-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됨

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 신규비목으로「폐콘크리트」374㎥만 추가 반영하고, 기존 비목「토사굴토」

물량은 제외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비 과다 설계변경

■ ○○동 재활용집하장 신축공사

      ○ 물량내역서상 L.W 그라우팅 관련 비목 과다 설계

- 공사발주시 재활용 집하장 지하1층 공사구간의 차수 및 지반보강을 위하여

L.W 그라우팅 공법으로 설계하면서

-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에는 “지하수가 용출되기 시작하면 그 이하 부분에

Grouting을 사용하여 차수벽을 설치” 하도록 명기하고

- 설계도면(지반주상도)에는 GL-4.5m～5.5m부터 지하수가 용출된다고 설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면 주기에는

․ “지반조건이 상이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며 공사시작전 제출된 시방사항을

숙지후 공사에 임해야” 하고

․ “현장 여건이 당초 설계와 상이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 변경 시공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표기되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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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내역서에는 L.W 그라우팅 관련 공종 비목 수량을 지하수가 용출되지 않는

지표면(GL)에서 GL-4.5m～5.5m 부분을 포함으로써 과다설계

․「Seal재 주입」비목 수량은 27.25㎥로 설계하여야 함에도 54.25㎥로 설계하고

․「L.W Grout 주입」비목 수량은 386.135㎥로 설계하여야 함에도

769.184㎥로 과다 설계

      ○ 과다설계된 L.W 그라우팅 관련 비목 미정산

- 제1차 공사 정산 설계변경을 하면서

- 계약상대자는 L.W 그라우팅 시공과 관련하여 지하수위 등 현장상태가 변경

되었다는 보고가 전혀 없었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 과다 설계된 지하수위 이상부분(GL-4.5m～5.5m)에 해당하는 「SEAL재

주입」비목 27㎥와「L.W Grout주입」비목 383.049㎥에 대한 공사비 미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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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교량 보수공사 내구성 확보를 위해 재료변경(초속경시멘트→초조강시멘트)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4. 신축이음공사】에 「 CIPEC, WD110 (규격

:야간, b=30cm, t=21cm)」비목 10m는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동비목 일위대가표에 근거하여 책임감리원

에게 콘크리트타설(인력, 소형) 물량 0.12㎥를 초속경콘크리트에서 초조강

콘크리트로 변경시공 하겠다고 책임감리원에게 건의

- 책임감리원은 계약상대자의 건의내용이 타당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에 보고

하였음

- 변경시공된「CIPEC,WD110(규격:야간,b=30Cm, t=21Cm)」비목 10m는

․ 계약된 목적물의 변경이 없을 뿐만아니라

․ 시공된 목적물은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 설계서인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 공사원가계산서(일위대가표)에 근거하여 세부 시공방법 변경만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계약상 문제가 있음

○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신청(동의)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

공무원)이 승인한 사항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유권해석 내용(2)

[질의] 면적의 변경이 없는 자재규격의 변경시공과 설계변경

○ 실정보고를 하고 내역서상의 자재(타일)규격을 200*250에서 600*300으로

변경 시공하였으나, 발주처는 타일규격 변경을 승인하면서도 타일 총면적의 변

경이 없는 단순 규격 변경이므로 설계변경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단순

규격만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

[답변]

○ 설계서상 공사자재의 변경은 공사자재와 총면적의 변화가 없어 단순한 규격

변경만 있더라도 설계변경 가능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간에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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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계변경 사례

■ ○○교 ○○지하차도 확장공사

      ○ 기존 교량부분도 1등교(DB-24)로 성능개선 변경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ㅇㅇ교 확장공사는 기존 교량(DB-18) 양측에 3차로 신설교량(DB-24)을

확장하는 공사이나

․ 기존 교량을 확장 교량과 동일하게 성능향상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 기존 구조물 상부구조를 교체하고 하부구조는 보수․보강하여 1등교(DB-24)로

성능개선하는 설계변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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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액조정 유권해석 및 유형별 사례

2.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1.1. 일반공사의 계약금액조정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설계변경 당시”의 의미

❍ 설계변경당시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서류)작업
시점인지 여부,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점인지의 여부?

[답변] - 회계제도과

❍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현행 20조)의 규정 중 설계변경 당시란

설계도면이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도면 변경을 발주관서에서 확정한 날을,

설계도면 변경없이 설계변경 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발주관서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문서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유권해석 내용(2)

[질의]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의미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또는 증가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활용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는데,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답변] - 회계제도과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 시점의 거래실례가격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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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3)

[질의]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용

❍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시 도급내역에 있는 추가물량에 대하여 실적

단가 적용시에도 낙찰율 또는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하여

▸설계변경 당시에 실적공사비 단가가 발표되어 있어 동 실적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실적단가(A)와 그 실적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A×낙찰률)의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 산정(협의가 안되는 경우 두 단가의 중간값 적용)

▸단 최저가 낙찰제로 집행한 공사는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12.7.9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유권해석 내용(4)

[질의] 산출내역서상 일부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급자재의 관급처리 가능 여부

❍ 국가기관에서 발주, 내역입찰로 집행된 공사를 적격심사를 통하여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바, 산출내역서(계약내역서)상 특정 품목의 단가가 과다하게 계상

되었다하여 수요기관에서 설계내역서상 단가로 감액 처리할 수 있는지요? 또한

시공사는 계약내역과 설계도서에 의거 계약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요

기관에서 임의로 시공사가 구매하도록 된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적법한지요.

[답변]

❍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품목의 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과다·과소 계상되었다고

하여 낙찰금액(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며,

❍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사급자재로 되어 있는 품목을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관급

자재로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특히 관급으로 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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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5)

[질의]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및 단가결정 방법 

❍ 공사시행 중 발견한(하천바닥에 하수도관 매설 등)장애물 등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가시설 설치계획을 내고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가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

변경시 가시설에 속하는 항목, 신규단가 등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 - 조달청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현행: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현장이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과 설계변경(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였고 설계변경(안)을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우

라면 그 설계변경(안)대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설계서를 공사현장과 다르게 작성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동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포함)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당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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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6)

[질의] 설계변경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적용 

❍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 발생 시 법정요율 및 일반관리비 등은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상에 정한 요율대로 계상해야 하는지?

[답변] - 회계제도과

❍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비리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출내역서가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문서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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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금액조정 사례

■ ○○권역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 시행공사

      ○ ｢기존포장깍기｣ 비목 계약단가 임의변경

- '01. 11. 22. 기존포장깍기(평삭, T=5㎝, 주간) 비목의 수량을 변경

(25.8a→ 20.86a)하면서 아스팔트포장 노면절삭 작업인 기존포장깍기

(평삭, T= 5㎝, 주간 ) 비목의 1a당 순공사원가는

- '01. 6. 29. 공사원가계산시 노면파쇄기 작업능력을 개정된 2001년 건설

공사 표준품셈상의 절삭폭 2m를 기준으로 작업속도 200m/h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 개정전 2000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의 절삭 폭 1m를 기준으로 작업속도

60m/h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538,890원으로 과다산출 하였음

- 또한 '00. 7. 27. 계약상대자는 공사원가계산 금액의 43%인 232,074원

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된 사항임에도

- 실제 사용한 노면파쇄기의 절삭 폭이 2m라 하여 200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의 절삭 폭 2m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여 129,243원으로 계약단가를 변경

하여 기존포장깍기 20.86a에 대한 공사비 차액 임의 감액

■ ○○건설공사

      ○ 계약된 제비율(일반관리비, 이윤 등) 임의변경 공사비 과다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Ⅶ-1-라」 규정에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률비용과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등이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 등을 임의변경함으로써 공사비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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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 조성공사

      ○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비목 계약단가 공사중 임의변경

-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상의 「도로경계석철거」외 4개 비목의 계약

단가를 잘못 산출하여 계약된 경우에도

- 계약된 산출내역서상의 비목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공사 중

임의 변경

-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물량증가에는 가능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 당초

공 종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 구조물공

도로경계석철거 25×25×100 70 m 7,665 536,550 7,665 536,550 #46

도로경계석설치 25×25×100 3 m 2,541 7,623 22,539 67,617 933 2,799 26,013 78,039 #45

도로경계브럭설치 15×15×100 1,059 m 1,395 1,477,305 9,327 9,877,293 1,258 1,332,222 11,980 12,686,820 #44

볼라드설치(화강석) 19 개소 186,266 3,539,054 50,230 954,370 5,097 96,843 241,593 4,590,267 #47

볼라드설치(철재) 18 개소 76,477 1,376,586 23,557 424,026 1,201 21,618 101,235 1,822,230 #48

소 계 1,477,305 9,877,293 1,332,222 19,713,906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 변경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 구조물공

도로경계석철거 25×25×100 70 m 6,745 472,150 6,745 472.150 #46

도로경계석설치 25×25×100 3 m 2,234 6,702 19,835 59,505 821 2,463 22,890 68,670 #45

도로경계브럭설치 15×15×100 1,059 m 1,226 1,298,334 8,208 8,692,272 1,106 1,171,254 10,540 11,161,860 #44

볼라드설치(화강석) 19 개소 163,905 3,114,195 44,203 839,857 4,488 85,272 212,596 4,039,324 #47

볼라드설치(철재) 18 개소 67,297 1,211,346 20,731 373,158 1,058 19,044 89,086 1,603,548 #48

소 계 1,298,334 8,692,272 1,171,254 17,3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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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관 개량공사

      ○ 기존 계약단가 임의변경

-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콘크리트포장깨기(소형PK+공기압축기)」

비목 물량 32㎥에 대하여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를 작성하면서 소형

브레카 깨기를 인력깨기로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산출

․ 단가산출근거인 일위대가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공사원가를 과다하게 산출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 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 설계변경 하면서 계약단가를 임의로 변경하여 동 비목 32㎥에 대한 공사비

과소 지급

※ 공사원가계산서(일위대가표) - 발주당시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제2호 콘크리트포장깨기(소형PK+공기압축기) ㎥당

특별인부 1.8 인 74,230 133,614 74,230 133,614

잡재료비
인건비의
5% 0.05 식 133,614 6,680 133,614 6,680

소 계 6,680 133,614 140,294

※ 신규비목(일위대가표) - 설계변경

공 종 규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 액 단가 금액 단가 금 액

제88호 콘크리트포장깨기(소형PK+공기압축기) ㎥당

착암공 0.41 인 68,984 28,283 68,984 28,283

보통인부 0.021 인 57,820 12,142 57,820 12,142

브레이커 25kg(55#) 0.13 hr 330 554 330 554

공기압축기
(이동식)

3.5㎥/min
(125cfm) 0.48 hr 7,594 3,645 13,472 6,466 1,693 812 22,759 10,923

재료비 인력품의 1% 0.01 식 40,425 404 40,425 404

소계 4,049 46,891 1,366 52,306

낙찰율적용 87.746% 3,553 41,145 1,199 4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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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물펌프장 시설공사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물량 증가시 계약단가 조정 사례

      ○ 「토류판 설치 및 철거(T=100㎜)」 공사원가 과다 계상

- 유입관로와 유로변경관로의 가시설공 「토류판 설치 및 철거(T=100 ㎜)」

비목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을 하면서

- 「토류판 설치 및 철거(T=100㎜)」 비목 수량을 과소 산출

․ 설계도면 5,428㎡ (설치연장 ×설치높이 ×양면) - 적정설계

․ 산출내역서 2,714㎡ (설치연장×설치높이×한면) - 과소적용, 적정설계의 50%

- 「토류판 설치 및 철거(T=100㎜)」 비목 1㎡당 단가 과다․과소 산출

․ 육송판재 수량 과다적용

3회 사용수량 0.0315㎥ - 적정산출

1회 사용수량 0.0945㎥ - 과다산출

․ 토류판 철거비용 과다산출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경비의 80% - 적정산출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경비+재료비의 80% - 과다산출

- 적정가격 26,693원보다 2.4배 비싼 71,250원으로 과다 설계하여 토류판

2,714㎡에 대한 공사비 과다 계상

     ○ 「토류판 설치 및 철거(T=100㎜)」 공사비 증액 가능

- 그러나 「토류판 설치 및 철거(T=100㎜)」 비목 수량은

․ 설계도면(가시설 표준단면도)에는 5,428㎡로 되어 있고

․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의 수량은 2,714㎡이므로,

․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의거 설계도면 수량인 5,428

㎡로 설계변경하여야 함.

- 그리고 증가된 물량 2,714㎡에 대한 단가는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량임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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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공사

      ○ 교량받침(Shoe) 신규비목 단가 과소 적용

- 외측거더 교좌장치(Type 2) 50개의 규격이 설계도면(75톤 양방향 탄성받침

: 200×400×77)과 물량내역서(100톤 양방향 탄성받침 : 290×400×64)가

상이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을 시행하면서

-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신규비목인 75톤 양방향 탄성받침의 적정 설계변경 단가인 749,797원

(941,000원 × 79.7%)을 적용하지 않고

-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상의 100톤 양방향 탄성받침 계약단가인 20,400원을

적용함으로써 75톤 탄성받침 50개에 대하여 공사비 과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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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대형공사의 계약금액조정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여부

○ 당사는 공사발주처와 공사도급자가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방식으로

계약체결한 배수지건설공사의 책임감리용역회사로서

○ 실시설계당시에 지반조사를 하였으나 운영중에 있는 기존 정수장 시설물 때문에

실제 배수지 구조물 위치에는 지반조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 실시설계시에 기초지반 처리공법은 여러가지 공법이 다양하게 적용토록 설계된

경우에

① 기초처리공종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여 설계도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였다면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

[답변] - 재정경제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다른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턴키공사등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예규 제2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 등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증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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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2)

[질의] 턴키공사의 경우 문화재발굴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 공사구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가

대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를 현장설명시 참가업체에 설명을

한 경우(비용부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에 있어서,

- 갑설 : 턴키공사의 경우 지장물 조사 및 처리는 시공업체에서 부담하므로

문화재도 일종의 지장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공업체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불가)

- 을설 : 문화재는 일반 지장물과는 달리 수량이나 종류등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1조제1항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액 가능)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 지질조사시 일반지장물과 같이 수량, 종류 등을 예측할 수 없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체육부장관이 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유권해석 내용(3)

[질의] 일괄입찰 공사의 암매각대 단가 조정
○ 실시설계 당시 암매각대(△2,000원/㎥)를 설계내역에 반영하고, 계약 후 현장

에서 조사(매각)한 암매각대(△3,000원/㎥)가 더 높은 경우 설계변경 후 계약

금액을 감액해야 하는지?

[답변]
○ 정부계약은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금액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계약내역서상에 계상된 암매각대(설계당시의 가격으로 계상)가 계약 후에

현장조사(매각)한 암매각대 또는 실제로 매각한 가격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감액

조정 할 수 없는 것임.

○ 다만, 암매각대에 대하여 사후 정산한다는 정산 특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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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4)

[질의] 입찰안내서상 설계변경 관련 부당 특약 효력

❍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도 계약금액 증액 없이 시공자가 부담

하도록 정하고 있는 입찰안내서상 특수조건의 효력 및 동 특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답변] - 회계제도과

❍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 규정에 의해 계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동 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입찰안내서를 계약문서로 취급한 경우 동 입찰

안내서의 특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공사관계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의 범위를 벗어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라면 동 내용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규정에 의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의 귀책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라면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

21조 규정에 의거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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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금액조정 사례

■ ○○건설공사(소송사례)

   ○ 사건번호 : 2002나 0000 공사대금   ○ 원고, 항소인 : (주)○○종합건설

   ○ 피고, 피항소인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설계․시공일괄입찰

      ○ 산업폐기물처리비 청구

- 소송내용

․ 공사부지에 철거되지 아니한 가옥들과 다량의 펫트(PET)병과 나무껍질 등 산업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221,335천원 상당 공사비 청구

- 소송결과 : 피고(서울특별시) 승소

- 판결내용

․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3조는 ‘발주자 제공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발주자는 계약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은 사항을 제공하여야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 중 제1호로 ‘지하철시설 및 부대시설 공사를 위한 용지수용 또는

보상 등을 통한 용지확보(현장사무실, 창고, 작업장 등 공사를 위한 계약자의 소요

용지는 제외)’를 구성하는 한편, 같은 특수조건Ⅱ제16조는 ‘지상 및 지하 장애물’

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자는 공사장 및 공사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확인하고 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그런데 도급 계약은 시공사인 원고에게 그 설계에 대한 책임이 모두 부여되는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공사 현장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미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물량에 관한 누락이나 설계상의 잘못은 그것이 공사현장의 여건

변화가 아닌 이상 입찰대금의 범위 안에서 시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이 같은 공사도급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같은 특수조건Ⅱ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부지에 철거되지 아니한 가옥들과 방치된 다량의 펫트(PET)병 및

나무껍질 등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같은 특수조건Ⅱ

제3조에 규정된 피고의 용지확보 의무를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위 특수조건Ⅱ 제16조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목적에 반하여 원고에게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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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소송사례)

  ○ 사건번호 : 2001가합 0000 공사대금

  ○ 계약방법 : 설계 ․ 시공일괄입찰

      ○ 시설규모 축소로 인한 설계변경비용 및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비 청구

- 소송내용

․ 공사 시행 중 시설규모 축소(1,800톤/일→900톤/일, 1,804억→720억)로

인한 설계변경비용 및 집단민원에 의한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비 등 공사비

5,124백만원 비용 요구

- 소송결과 : 피고(서울특별시) 승소

- 판결내용

․ 이건 계약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약정된 공사대금

이외의 추가공사 비용의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 다만, 피고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공사 지연사항이므로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정한 공사대금조정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할 내용으로

․ 원고들이 공사계약 변경시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이에 대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하였음으로

․ 계약변경 협의시점 이전에 발생한 추가비용은 합의 당시 계약변경 합의내용에

반영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비용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타당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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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 계약방법 : 대안입찰공사(대안채택공종)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업(공정)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청구

- ’02. 7. 5. 공사도급계약시

․ 건설공사 ○○구간에서 굴착시 발생하는 토사를 ○○부지에 2004. 5. 31.

까지 반입되도록 계약되었으나

- ’06. 4. 20. 사업(공정)계획 변경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투입되지 않아 ○○구간

굴착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지 성토에 필요한 토사가 당초 계획대로

반입되지 않아

․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사 준공기한

’07. 12. 31.에서 ’08. 12. 31. 변경하였고

- ’07. 3. 26. 계약상대자는

․ ○○부지 성토에 필요한 토사를 외부에서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133,169㎥ 처리비용 1,394백만원 상당금액을 요구하였고

․ 발주기관의 사업(공정)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 계약상대자가 반출 완료한 토사 38,223㎥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 착수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한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반출한 토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되나

- 다만, 앞으로 ○○부지 성토후 반출 예정인 토사 94,946㎡에 대한 공사비

970백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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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발주기관이 사급자재를 임의로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  

가. 당초계약시(HDPE SHEET, 부직포)품이 없어 견적으로 계약을 했으나

발주기관의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기 품목을 부당하게 규격 변경을 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계약체결후 발주기관이 임의로 사급자재(시공자가 구매하여 투입)를

관급자재로 강제 변경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1. 질의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2. 질의나에 대하여
사급자재를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계약변경)에 의하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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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계변경 사례

■ ○○시설물 보수공사

      ○ 수급자재(사급자재→관급자재) 임의 변경

- 공사원가계산시

․ 사급자재 아스콘(#78) 43,600원/㎥,

․ 사급자재 아스콘(#467) 39,090원/㎥,

․ 사급자재 레미콘(25-210-8) 51,650원/㎥로 산출

-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 계약상대자는 아스콘(#78),아스콘(#467),레미콘(25-210-8)을 공사원가

계산시 산출한 단가에 87.738%로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

목적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이 불가함에도

- 설계변경을 하면서

․ 계약된 사급 자재단가로 시중에서 자재를 구매할 수 없다고 허위 보고후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수급방법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공사비 4,130천원

상당 과다계상

․ 아스콘(#78) 226ton, 계약단가 38,253원 → 관급단가 47,120원

․ 아스콘(#467) 55ton, 계약단가 34,296원 → 관급단가 42,570원

․ 레미콘(25-210-8) 311㎥, 계약단가 45,316원 → 관급단가 48,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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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하수암거 이설공사

      ○ 수급자재(사급 → 관급)변경시 공사비 차액 미공제

-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아스콘, #78」 88ton 계약단가 36,971원/ton(사급) → 62,600원/ton(관급)

․「아스콘 ,#467」 175ton 계약단가 31,316원/ton(사급) → 56,060원/ton(관급)

- 수급자재인 아스콘에 대하여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면서 사급자재 계약금액(계약단가×관급 전환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대가 지급시 공제하여야 함에도

-「아스콘」263ton에 대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시의 차액 금액을 공사

준공시 미공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유의사항

(2008. 4. 16.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

□ 대가 지급시 ① - ② 차액 공제

① 관급자재 전환시 소요금액 : 관급 자재비+조달수수료+제경비

② 사급자재 계약금액 : 관급 전환대상(사급 계약단가×관급전환 수량)+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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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총계방식(1식 단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총계방식(1식단가)에서 작성된 비목 설계변경 가능 여부

 ◦「○○건설공사」계약문서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는 기층공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내역서상에는 별도의 기층공에 대한 내역 없이 단순히

포장공의 투수콘크리트 포장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 기층공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다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포장공에는 투수콘크리트(무색) 비목 77.9a만

표시되어 있고

◦ 설계도면(인조잔디 상세도)에는 인조잔디 아래 콘크리트 두께 7cm와 쇄석자갈

두께 20cm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포장공에도 아스팔트포장 비목

24㎡ 아래에 시공되는 기층 비목과 보조기층 비목, 동상방지층 비목 등이 세부

공종 별로 분류되지 않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음

◦ 투수콘크리트(무색) 비목에 아스팔트포장 비목과 같이 그아래 시공하는 쇄석

자갈 비목이 세부공종별로 구분되지 않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설계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변경내용이 없으므로

◦ 투수콘크리트(무색) 비목에 대하여 공사원가계산시 일위대가표에 쇄석자갈 비용이

누락된 과소단가 적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위대가표는 계약문서인 설계서가

아니므로 설계변경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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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2)

 [질의] 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 공사중 당초 설계시에는 차집관로 관기초로(M당 개념) 설계되어 있으나 발주처

(감리단) 요구로 관기초 형태를 변경(도면참조)시공토록 지시받아 차집관로

관기초를 시행중 도면 변경이라는 사유로 일위대가를 재작성,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 요구함.

○ 당사는 내역서에 M당으로 계약 체결되었고 도면 변경이라는 당초 설계서에

요구되는 관기초의 목적에 동일하므로 당사는 설계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 일위대가 재작성 과정에서 기 작성된 수량산출서상에 수량이 과다책정 되었다

하여,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겠다함.

○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겠다고 하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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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금액조정 사례

■ ○○거리 조성공사

      ○ 「느티나무 이식」 비목 계약단가 편법변경 

- 공사도급계약 시 느티나무 이식 및 식재공사에 대하여

․ 설계도면(지주목및생명정상세도)에는 삼발이 지주와 규격(D40×1200×3,

D40×1350×3, D55×1800×3)으로 설계되었고,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는 「느티나무이식(기계시공, 20㎝ /근원직경,

지주목포함)」 등 비목 물량 85주에 지주목 설치가 포함된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하여 계약하였음.

- 설계변경 하면서

․ 설계도면(지주목및생명정상세도)중 삼발이 지주와 규격(D40×1200×3,

D40×1350×3, D55×1800×3)을 사발이 지주와 규격(D55×1800×4,

D70×2700×4)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음.

․ 따라서, 총계방식(1식단가)으로 계약된 「느티나무이식(기계시공, 20㎝/

근원직경, 지주목포함)」비목 계약단가 228,064원에서 세부 비목인 삼발이

지주목(D60×1500×3) 재료비 14,917원을 제외하고 계약단가를

213,147원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 변경내용이 없는 비목의 계약단가도 일괄적으로 변경하여 총계방식(1식 단가 )

계약단가를 233,641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느티나무 이식(기계시공, 20㎝/근원직경)」 등 13개 비목에 대한 공사비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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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산출내역
(당초)

공 종 규 격 수량
단

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느티나무 이식(기계시공) 20㎝/근원직경(지주목 포함) 주당

굴취 조경공 1 인 65,937 87,696 65,937 87,696

굴취 보통인부 0 인 50,178 9,032 50,178 9,032

녹화끈 6㎜ 129 m 30 3,855 36.8 4,729

녹화마대 40㎝ 34 m 285 9,690 285 9,690

식재 조경공 1 인 65,937 53,409 65,937 53,409

식재 보통인부 0 인 50,178 19,569 50,178 19,569

굴삭기(무한궤도) 0.43㎥ 1 HR 12,060 7,236 17,945 10,767 10,320 6,192 40,325 24,195

유기질비료 생명정 20 ㎏ 285 5,700 285 5,700

수목지주대 D60×1500×3 1 조 14,917 14,917 14,917 14,917

합 계 41,398 180,473 6,192 228,064

합 계

(수목지주대제외)
26,481 180,474 6,192 213,147

◦ 세부 산출내역
(변경)

공 종 규 격 수량 단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비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신규 1호표 느티나무 이식(기계시공)20㎝/근원직경 주당

굴취 조경공 1.33 인 81,394 108,254 81,394 108,254

굴취 보통인부 0.18 인 63,530 11,435.4 63,530 11,435.4

녹화끈 6㎜ 128.5 m 36.8 4,728.8 36.8 4,728.8

녹화마대 40㎝ 34 m 345 11,730 345 11,730

식재 조경공 0.81 인 81,394 65,929.1 81,394 65,929.1

식재 보통인부 0.39 인 63,530 24,776.7 63,530 24,776.7

굴삭기(무한궤도) 0.43㎥ 0.6 HR 17,452 10,471.2 22,442 13,465.2 12,453 7,471.8 52,347 31,408.2

유기질비료 생명정 20 ㎏ 400 8,000 400 8,000

합계 34,930
223,860.

4
7,471.8 266,262.2

합 계

(낙찰율적용)
87.749% 30,650 196,435 6,556 2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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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신기술 · 신공법 제안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 설계현황
당초 구조물 기초설계 변경 구조물 기초설계

- 파 일 : 강관(SKT400) 직경

914.4mm, 두께16mm

- 설치공법 : 매립말뚝공법(PRD)

- 파 일 : 강관(SKT590) 직경

711.2mm, 두께13mm

- 설치공법 : 직항타공법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SKT400규격의 강관 사용에 의한 매입말뚝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는

구조물 기초공법에 대하여 강도 및 항타 관입성이 비교적 높은 재질의

SKT590규격 강관을 사용하여 직항타공법으로 시공 변경시 공사비의 절감이

가능하다면,

- 공사비의 절감에 대하여 당 현장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적용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

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 이때 새로운 기술·공법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

공법인지의 여부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그리고 그 요청대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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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2)

[질의] 굴착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유무

○ 당초 암분포지역으로 내역서에 진동제어발파로 되어있으나 민원 및 주변 구조물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암층이 얕아서 발파에 어려움이 있어 소규모 및 대

규모 브레이커로 암을 타격하여 파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발주처

지시가 아닌 당사에서의 의견으로 목적물을 위한 공법변경으로 간주하여 설계변경

금액 감액 없이 가능한지 여부

- 당초 진동제어발파 단가 높음, 변경 소형 및 대형 브레이커 단가 낮음

- 당사의견 목적물 시공위한 민원 및 적합성에 따른 공법 변경으로 기존내역 항목

및 단가(진동제어발파) 조정없이 반영하고 시공방법(브레이카 암 파쇄)만 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설계서에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서를 변경하고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서만

변경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다만, 위 일반조건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위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액하는 것이 타당함.

유권해석 내용(3)

[질의] 새로운 기술 ․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 시공불가 판정시 처리방법

❍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 수행 4차선 터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사에서는 기

시공완료한 상행선(2차선)의 시공경험을 토대로 하여 하행선(2차선) 시공시는

터널시공 안정화 방안으로 사면안정공법(RJP공법)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험시공을 하였으나 검증결과 목적물을 형성하지 못하여 다른 공법으로 변경하

였을 경우, 기시행한 공법(RJP공법)에 대한 설계용역비 및 시험시공 비용을

설계변경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회계제도과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신기술․신공법이

적합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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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금액조정 사례

■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강교 가설 공법 변경(크레인식 → 압출식)

- 강교구간(연장 600m)은 크레인을 이용 가설하도록 계약되었으나

- ○○동 사거리 상부를 횡단 하는 382m구간에 대하여

․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 주간선도로인 ○○로(6차선) ○○동 사거리

구간에 대한 「크레인 가설공법」을「압출가설공법」으로 설계변경 요청

․ 발주기관에서는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크레인

가설공법을 압출공법(Launching Truss)으로 변경승인

※ 크레인 가설공법 934백만원, 압출가설공법 1,684백만원(차액 7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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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도로 건설공사

      ○ 교량 상부공 공법변경(PSM → Steel Box)

-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공법(PSM : Precast Segment Method)으로 시공

하는 것으로 계약된 교량에 대하여

․ 계약상대자는 PSM으로 교량 상부공을 시공하면 공기, 구조적 안전성 등

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강교로 변경을 요청

․ 발주기관에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사비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PSM을 강교로 설계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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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물가변동조정방법이 누락된 경우 적용방법은?

 ◦ 물품구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현시점

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수조정율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어느 방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

으로 하여야 하며,

◦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일단 계약체결

시에 정한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은 계약이행 중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 귀 질의와 같이 계약체결시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품목조정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유권해석 내용(2)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이 되는 공사공정예정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된 경우 계약

금액 조정기준은 당초 계약시의 공사공정예정표인지 아니면 설계변경계약 당시에

첨부된 수정공사공정예정표인지 ?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

변동 적용대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

되어야 할 부분의 대가이나, 공사이행 중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

변경이 있었고 동 설계변경에 따른 수정공사공정예정표가 작성 제출되어 발주

기관으로부터 승인되었다면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동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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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3)

[질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 적용

◦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중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시 어떤 공사

공정예정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답변]   
◦ 당연히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 대가를 산정하야 함. 조정

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중에서 동 사유로 지연된 부분은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어야 함.

◦ 만약, 공정예정표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수정전의 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되, 조정

기준일 “전”이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중 “동 사유로 지연된 부분”까지 포함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함.

▸결국, 수정전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용대가 A와 수정후 공정예정표를

기준을 산정한 적용대가 B는 동일하여야 함(A=B)

유권해석 내용(4)

[질의] 단품 물가조정이 되는 특정규격 자재의 범위는?

[답변]  

 ◦ 특정규격자재란?
-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함

- 단품 물가조정의 경우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의 1%이상인 자재에 대하여 허용

- 산출내역서 만으로 재료비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단가로 함.

◦ 예를 들어,

- ‘이형철근’의 경우 D10, D13, D16 등 규격이 있는 자재별로 각각 단품슬라이딩을

할 수 있음. 이형철근을 모두 묶어 단품슬라이딩을 하는 것은 아님.

◦ 관련 규정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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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5)

[질의] 단품슬라이딩도 90일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 단품슬라이딩도 총액ES와 마찬가지로

①계약일 이후 90일경과하고

②특정규격자재 가격이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대비 15%이상 변동하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이 조정기준일이 됨.

- 따라서, 조정기준일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음.

-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총액ES는 계약일 후 90일 경과 (기간요건),

입찰일 기준 3%이상 변동시(조정률요건) 조정 하도록 규정

- 시행령 제73조제6항에서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각호”는 조정률요건을 의미하므로, 기간요건은

동일하게 적용

유권해석 내용(6)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공제를 해야 하는지?

[답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 조정 시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 (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 포함한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액(D/S) 조정 시 물가변동 조정 통보일에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를 지급한 경우에는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관련 규정 : 안전행정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6절 9.(계약금액의 감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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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7)

[질의] 총액물가변동을 받은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 가능여부

◦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07.9.20) 이후 새로운 입찰공고를 한 계약이나 세부 운영

기준 시행('08.7.7)전에 총액슬라이딩을 받은 경우 단품슬라이딩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 총액슬라이딩으로 받은 조정금액 내에 단품슬라이딩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슬라이딩을 받았다면, 총액슬라이딩 전에 단품가격상승분에 대하여는 단품

슬라이딩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 다만, 총액슬라이딩 이후 총액슬라이딩 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단품 슬라이딩 요건이 충족된다면, 단품슬라이딩은 적용 가능함

유권해석 내용(8)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발주처 담당 계약공무원은 

관련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지?

[답변]  

 ◦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

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예정가격작성기준」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 용역

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안전행정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6절 9.(계약금액의 감액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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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내용(9)

[질의] 장기간 물가변동 조정 신청을 못한 경우의 처리 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물가변동조정율이 입찰일로부터

6%이상 증․감되었다하여 이를 한 건의 조정으로 신청 할 수 있는지?

[답변]  
◦ 1건으로 조정신청 할 수 없음.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된 때마다 바로 순차적

으로 조정 신청하여야 함(원칙)

◦ 우선, 최초(1차)조정요건이 충족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고, 1차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2차 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1차, 2차 조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조정 신청서류를 각각 작성하여야 함.

◦ 다만, 각 조정차수 별로 구분 작성된 조정 신청서류를 하나의 공문서에 첨부하여

1건의 문서로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또한 각 조정차수별로 조정 신청

문서를 각각 작성, 제출하는 것도 가능 함.

유권해석 내용(10)

[질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부분(P.S Provislonal Sum, 잠정금액)을 물가

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답변]   

◦ 물가변동 조정시점(조정기준일)에서 아직 잠정금액이 정산 ․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

▸단, 발주시 설계내용 미확정 등으로 우선 개략적인 잠정금액만으로 입찰하고 계약

체결 후 구체적인 설계를 확정, 시공된 후 그 당시의 가격(그간의 물가변동 등이

이미 반영된 당시가격 등)으로 정산․확정하기로 한 경우

◦ 구체적인 경우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산․확정된 시기가 언제인지와 정산절차와

기준에서 정산당시까지의 물가변동 등이 반영된 가격으로 정산되도록 정한 경우

인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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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밖의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3.1.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총액입찰로 2011. 12월 도급계약체결한 도로확장공사와 관련 설계서에는 사토에

대한 운반거리만 막연히 명시(10.0km)로 되어 있으며, 계약체결 후 발주관서에서

사토장을 새로이 지정(8.5km)한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재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

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하는 것 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2) 계약금액조정 사례

■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 운반거리 변경없이 임의 잔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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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잔토처리 (L= 60㎞이내)」비목 6,696.9㎥ 설계

변경을 하면서

- 「잔토처리(L=60㎞이내)」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사토장 승인을 받지 않고 잔토 6,696.9㎥을 경

기도 ○○시 ○○구 ○○동 258-3외 2필지 농경지의 현장(운반거리

29.5㎞)으로 임의 반출 후

․ 발주기관에 사토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실제 반출한 사토장이 아닌 경기도

○○시 ○○면 ○○리 461-4번지(운반거리 55㎞)로 반출하겠다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

- 실제 반출한 경기도 ○○시 ○○위치 (29.5㎞)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허위로 제출한 경기도 ○○시 ○○위치 (55㎞)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잔토처리」비목 6,696.9㎥에 대한 공사비 과다 지급

■ ○○동 하수도개량공사

      ○ 잔토처리 변경단가 과다 계상

- 잔토처리(파쇄물) 176㎥에 대한 사토처리장 변경(김포매립지→경기도 고양시

○○)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 운반거리 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 및 실비산정기준(회계

예규)에 따라 당초 운반거리 35.7㎞(현장~올림픽대로~행주대교~

김포매립지)중 남아 있는 운반거리 25.5㎞(현장~올림픽대로~행주대교)는

당초 계약단가로 하고 대체된 운반거리 11.95㎞(행주대교~경기도 고양시)만

당시 표준품셈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 변경된 전체 운반거리 37.45㎞를 기준으로 다시 산출하여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사비를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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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야간작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열차인접선 공사에서의 주간에서 야간으로 설계변경 여부

1. 개요 : 당 현장은 ○○철도시설공단과 계약한 제한경쟁입찰,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이며

낙찰적격심사 대상공사 입니다.

2.현장여건

① 가설교량 기초파일 항타시 철도운행선과 이격거리가 4M이며 설계도서 (도면)에 주간

으로 명기되어 있음.

② 철도운행을 위한 관리기관은 ○○철도공사로써 철도 운행선에서 인접한 공사시 ○○철도

공사와 협의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

③ ○○철도공사측과 협의시 가설교량 기초파일 항타시 철도운행에 접촉 및 지장을 초래

함으로 주간에서 야간(선로일시사용중지 및 차단작업 02:00~05:00)으로 요구함.

3.설계현황

① 내역서

- 공 종 : 강관말뚝천공 - 규 격 : 토사 ∅450mm(주.야간 구분 없음)

② 시 방 서 : 주,야간 내용 없음.

③ 설 계 도 면 : 주간으로 명기.

④ 공사계약일반조건 :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량산출서 : 주.야간 구분 없음. ⑥ 단가산출서 : 주.야간 구분 없음.

⑦ 실시설계보고서 : 주간

○ 만약 위 조건에서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측에서 주간작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선로일시사용중지 및 차단작업)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면

주간에서 야간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질의

[답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휴일 및 야간작업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이며,

○ 계약문서인 설계도면에 주간작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공종을 발주기관이 야간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야간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같은 규정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일반조건 제23조에서 정한대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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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금액조정 사례

■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 「암거준설」 야간작업 임의 시행 후 추가공사비 반영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발주기관)의 야간작업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야간

작업을 하더라도 계약담당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설계변경 하면서

․ ○○천 상류구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암거준설(흡인+인력)」

공종이 당초 설계에서 누락되어 신규공종으로 단가를 산출하면서 동일 구간의

단면보수 등 본 공사의 모든 공종은 주간으로 시공하였으며,

․ 신규비목인「암거준설(흡인+인력)」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한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 계약상대자가 임의대로 야간작업을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야간할증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추가 산출함으로써 공사비 과다 지급

 2.3.3. 공사계약특수조건, 현장설명서 등의 약인조건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계약 약인조건 없이 준설작업 지시

- 준설작업시 준설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사시방서나 특약조건 또는 작업

지시서 등에 준설량 산정방법에 대하여 약인을 하여야 함에도

- 이러한 약인 조건 없이 작업지시를 하였고, 또한 중간적치장 반입 직후와

최종처리장으로 반출 직전에 각각 함수율을 측정한 후 이를 근거로 적정

준설량과 운반량을 산정하여야 하나 미실시하였음

- 이런 경우에는 최종처리장에서 계근한 송장을 기준으로 준설토 259ton를

근거로 하여 준설량과 운반량을 산정하여야 하나 기성검사를 하면서 준설량과

운반량에 대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흡인준설」비목 137㎥에 대한 공사비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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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장기계속공사 전체공기 연장시 손해보험 및 간접비 조정

❍ 국가기관과 전체 대안입찰방식으로 체결된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차수별 예산배정액 부족에 따라 전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에 “연차별 예산배정액 증․감에 따른 제반 손해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약이 약정되어 있을 경우 전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손해보험료 및 간접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

배정 지연에 따른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체 공기연장에

따른 동 추가비용을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는지 ?

[답변] - 조달청

❍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동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 및 회계예규 정부

입찰집행기준 제73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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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금액조정 사례

■ ○○건설공사(소송사례)

  ○ 사건번호 : 2002나 0000 공사대금

   ○ 원고, 항소인 : (주)○○종합건설

   ○ 피고, 피항소인 : 서울특별시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청구

- 소송내용

․ 당초 ’97. 8. 7. 까지 예정된 3차 공사의 준공기간이 ’98. 12. 31.까지

공사기간은 연장하고 이에 따른 추가 간접비용 요구

- 소송결과 : 피고(서울특별시) 승소

- 판결내용

․ 도급계약의 내용의 일부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기간의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96. 4. 2. 제3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준공기한의 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계약금액을 당초의

33,204,000천원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약

하였고, 그리하여 위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이 사건 제3차 계약이 체결

하였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3차 계약 후 위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원고가 지출한

간접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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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제경비 관련 사례

  1) 유권해석 사례

유권해석 내용(1)

[질의] 보험료 정산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쳬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보험료를 사후정산할 때

상용근로자는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데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및 직원, 하도급사 현장

대리인 및 직원도 포함되는 지요 ?

[답변] - 행전안전부 지방제정세제국 재정관리과

 ◦ 정산대상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2-다”에 일용근로자, 상용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해당 보험료의 계상기준의 직접노무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직접 시공에 투입되는 현장근로자(상용,

일용근로자, 하수급인 포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지 않은 현장 관리인력에 속하는 간접노무비

대상자인 현장대리인(현장소장) 등은 정산 대상이 아니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하도급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직접

계약목적물 시공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보아 정산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임을 안내드립니다.

  2) 계약금액조정 사례

■ 교통축 종합개선공사

      ○ 국민건강, 연금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정산 부적정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계상, 입찰 및 대가 지급에 관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Ⅷ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업주 부담금만 사후 정산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 보험료 납부 영수증의 총액 중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을 분리

계상하여 설계변경 시 사업주 부담금만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납부증명서

확인없이 계약된 요율로 금액을 과다 산출하여 정산함으로써,

- 보험료(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공사비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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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사이트 접속 방법

자 료 항 목 자 료 출 처

1. 건설업 임금실태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문의 : 1588-6912)

2. 건설직종 평균임금자료
건설계약연구원

(www.csr.co.kr)
노임자료＞건설 시중노임

3.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www.kenca.or.kr)

HOME ＞ 뉴스

(문의 : 02-3019-3200)

4.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대한측량협회

(www.kasm.or.kr)

알림마당＞ 공지사항

(문의 : 02-2670-7100)

5. 소비자 물가동향
통계청

(www.kostat.go.kr)

국가통계포털＞ 한국의 주요지표＞ 소비자물가

(문의 : 042-481-4114)

6. 엔지니어링사업/측량

기술자 / 학술연구비

노임단가 기준자료

건설계약연구원

(www.csr.co.kr)
노임자료＞엔지니어링 부문

7. 감리원 임금
한국건설감리협회

(www.gamri.or.kr)

협회소식＞공지사항

(문의 : 02-3460-8613)

8. 물가지수
건설계약연구원

(www.csr.co.kr)
생산자 물가지수＞월별지수 자료

9. 환율
외환은행

(www.keb.co.kr)

외환포털FXKEB ＞ 환율 ＞ 고시환율

(문의 : 1544-3000)

10. 물가변동 예상조정율
건설계약연구원

(www.csr.co.kr)

물가변동센터＞ 예상조정율 산출

(문의 : 02-3487-5781~2)
11.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문의 : 1588-0800)

12. 전기분야 감리원 및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협회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문의 : 1899-3899)

13. 물가변동 질의응답
조달청

(www.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검색 : 물가변동)

14. 가격정보
조달청(나라장터)

(www.g2b.go.kr)
조달청＞나라장터＞가격정보

1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고용노동부

(www.moel.go.kr)
HOME ＞ 정보마당

16. 실적공사비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17. 시방서, 설계기준
국토교통전자정보관

(www.codil.or.kr)
공사정보＞ 시방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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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작성요령,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2013.7.1

- 공사계약 일반조건,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2013.7.1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예규 제711호, 2012. 6.21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2012. 1

○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국토교통부, 2010. 6.

○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3호, 2013. 4.15

○ 공공 발주자 역량 향상을 위한 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 국토교통부, 2010. 1

○ 서울특별시 설계용역편람, 2011

○ 서울특별시 설계용역편람, 2013

□ 연구보고서 등

○ 소규모건설공사 설계변경 사례집, 서울특별시, 2012

○ 설계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08

○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조정 해설, (사)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연구소장 한병우

○ 설계서 검토사례집, 조달청, 2007

○ 공사발주 핸드북, 조달청, 2007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질의회신, 건설계약연구원

○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 조달청, 20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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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위원

□ 제정

외 부 검 토 위 원

소 속 성 명 비고

(주)삼안 김행배 설계분야
한국환경공단 이승현 설계분야
벽산엔지니어링(주) 서경석 감리분야
(주)동명기술공단 임재일 감리분야
롯데건설(주) 조윤탁 시공분야
현대건설(주) 강윤섭 시공분야
㈜씨플러스인터내셔널 현학봉 계약관리분야
SH공사 김영수 설계분야
시설관리공단 민병찬 설계시공분야

기관별․분야별 검토위원

소 속 성 명 비고
재무국 계약심사과 정지항 토목기술분야
도시기반 토목부 토목설계과 나상호 토목기술분야
도시기반 공공시설부 조경시설과 신용우 조경기술분야
도시기반 건축부 의료시설과 차재옥 건축기술분야
도시기반 공공시설부 건축과 신추교 건축기술분야
도시기반 설비부 시책사업과 이흥복 기계기술분야
도시기반 도시철도설계부 도시철도설계과 김배식 토목기술분야
도시기반 도시철도토목부 9호선2과 김영흠 토목기술분야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임철수 전기기술분야
상수도사업본부 고도정수반 김인규 토목기술분야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손수희 토목기술분야
양천구청 도로과 김영삼 토목기술분야
관악구청 치수과 고영준 토목기술분야
서대문구청 치수방재과 신현태 토목기술분야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안대희 토목기술분야
도시안전실 물재생계획과 이도우 토목기술분야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김종호 토목기술분야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배수과 최임봉 토목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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