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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마크

- 기업가적 혁신마인드로‘세계일류 조달전문기관’
도약 의지를 형성화

- 조달청의전자조달, 클린조달, 세계일류
서비스의 의지 반영

조달청(PPS)의 P(Procurement)

pps : Public Procurement Service

전자조달의 e(Electronic)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운영 주체

클린조달의 C(Clean)

세계일류 조달기관의 1(No. 1)

캐릭터〡나르미, Narmi

- 투명을상징하는황새모습

- 조달서비스를바르고빠르고정확하게지원

-전자정부의의미를담은첨단이미지

나르미의꿈은누구하나에게행복이치우치지않고

투명하고공정하게, 모두에게배달되는멋진세상을

만드는 것, 그 꿈을 위해 오늘도 나르미는 힘차게

하늘을날고있다.

조달청 심벌마크 &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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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정부계약제도 일반

제1절 적용법규, 소관, 용어 등

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법무 41301-1000, 2003. 08. 20 

 질 의 

재정부,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 관련부처에 질의를 하면 

소관부처로 이첩 또는 재 질의하도록 하거나 대부분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

항이라고 답변하는데… 

 회 신

○ 국가기관이 계약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질의답변을 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

의 장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해석권한이 있으므로 소관이 아닌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이나 질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기관으로 이첩하거나 동 기관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질의내용이 법규해석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공사인 경우 설계서, 

계약문서 및 계약조건, 현장여건 등)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함

이 적절합니다. 

○ 앞으로 우리 청은 국가계약관련 법규해석 요청 및 각종 질의에 대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본 질의 회신 내용은 국가기관에서 집행하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회

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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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계약법령 조항중“계약대상자”란?

법무지원팀-2001, 2005-12-08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의 규정 중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를 의미하는지, 시공사를 의미하는지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계약상대자”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

반조건」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을 말합니다. 

3.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

법무지원팀-1185, 2005-10-06

 질 의

1. 질의 1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는 

2. 질의 2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은 

3. 질의 3 :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견적서나 예산서와 관계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면 되는지

 회 신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

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

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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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격이 50억 원 (현행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

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동 조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

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

억 (현행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

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바

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

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인 바, 동 일반조건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설계

변경을 함에 있어서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 대상 기관은?

법무심사팀-522, 2005-05-24

 질 의

1)  계약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범

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

사,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수의계약의 견적서에 이윤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

우 동 준칙에 의한 이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견적서에 

명기된 이윤율이 동 준칙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동 이윤을 인

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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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같은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

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포함)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또는 계약을 함

에 있어 예정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

금액 

또는 수의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금액(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은 입

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경우는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현행「예정 가격 작성 기준」( 계약예규 

2200.04-160-4, 2007.10.12)】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국가기관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동 예규의 규

정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지의 여부는 당해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

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의계약 견적서에 이윤을 

얼마나 반영할 지는 수의계약대상자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5. 거래실례가격의 정의 

인터넷질의번호 9777, 2004. 8. 27 

 질 의

○ 국가계약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
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의 의미는 

○ 상기의 거래실례가격이 의미하는 바가 계약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받은 견적에 
의한 가격도 해당되는 것인지, 실제 거래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가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회 신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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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

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

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

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

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2이상의 사업자”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 생산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임. 

6.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인터넷질의번호 12787, 2004. 12. 18

 질 의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22000.04-103-6, 2004. 4.6)에서 말하는“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
를 지칭하는 것인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 「물품구매입

찰유의서」(현행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

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

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

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동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

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현행「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동 일반조건 제22조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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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용역"의 범위

법무지원팀-05-63, 2005-02-23

 질 의

녹지공원의 잔디깍기 및 제초작업, 위험수목 및 고사목 제거작업, 건설공사의 

설계용역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

8호 마목”에 정한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라 함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

한 노무등 역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마”목에 정한 “용역”의 경우도 당해 사업목적

을 노무등 역무의 제공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또한 개별법령에서 당해용역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동 용역사업의 수행자격, 면

허,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정한 바를 충족하여야 할 것

이며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동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의 특성, 내용, 수행자격(면허, 등

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용역목적달성에 적합한 동법 관련

규정을 판단, 적용하여야 할 것임.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협상적격자 등

인터넷 질의 12086, 2004. 11. 26

 질 의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경우에도 기술능력 평
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협상적격자로 선
정할 수 있는지

□ 협상대상자와 협상시(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임) 협상대상자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협상대상자의 제시가격으로 
협상을 성립(낙찰)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협상대상자의 최초 제시가격을 무시하
고 별도의 협상(목표)가격 등을 추가로 결정하여 협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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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입찰에 있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 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

무원은 동 기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

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기

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를 선순위자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동 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

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

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

이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

감조정이 없는 경우 당초 입찰공고에서 가격 협상기준을 별도로 정하였고, 협상대

상자가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감

액등의 조정없이 협상이 성립된 계약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봄.

9.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인터넷질의번호 7638, 2004. 06. 14 

 질 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6제4항“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서“사   급

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 ”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6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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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천재지변” 또

는 원자재의 가격급등 및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이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를 의미한다 할 것임. 

10.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의 산정 

법무지원팀-1531, 2005-11-03

 질 의

관급공사 에서 낙찰률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낙찰률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2

호에 따라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임.

11. 현장대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하여

법무지원팀-378, 2006-02-06

 질 의

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하여 
1. 질의 1 :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

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지, 또는「전기공사업법령」에 따
르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2. 질의 2 : 당초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이 중급기술자였으나 최초 현장대리인 선
임시 특급기술자를 배치한 경우로서 동 특급기술자가 퇴사한 경우 현장대리인
을 변경 배치함에 있어 그 자격기준은 당초의 선임기준을 충족하면 되는지, 아
니면 당초 배치한 특급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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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제1항에 의거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야 하는 바, 공사계약에 있어 현장대리인은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

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

기관과 체결한 전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현장대리인은 ｢전기공사업법령｣에 정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장대리인의 퇴사 등의 사유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 현장대리인의 자격요건은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된 당해 

공사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격자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전기공사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전기공사

업법령｣(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4 및 제12조의2제3항 관련 별표 4의2)

을 토대로 사실판단하거나 ｢전기공사업법령｣의 소관부처인 산업자원부(현 지식경

제부)에 질의할 사항임.

12.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024, 2008-12-01 

 질 의 

물품구매입찰의 낙찰자가 사전규격공개와 입찰공고시 제시한 규격에 따라 장비

를 납품하고 설치함에 있어 ① 입찰공고된 규격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참고만 하고 임의의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② 특정규격 제품의 납품시 동등

이상품으로 하면 되는지? ③ 동등이상 제시가 가능하면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회 신 

물품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계

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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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되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상표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

쳤다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3조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동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입찰조건․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

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

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규격서 등에 명시된 물품보다 동등이상인지 여부는 물

품의 용도와 규격 및 성능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 자료(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3.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계약의 유·무효 

법무지원팀-1412, 2005-10-19 

 질 의

1. 면허를 갖춘 경쟁업체 6개사를 선정, 타당성을 비교분석한 바, 응모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의계약을 하였음

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그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닌지 

2. 1의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따른 행정벌 처분대상이 되는 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한 경우, 동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전시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실

적의 인정여부 

 회 신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발주기관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

준 등 포함)에 위배되게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계

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 법령위

배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원천무효인 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계약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법령 등의 관계법령의 

위배정도와 위배의 정도가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

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국가계약법령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한 관계공무원의 책

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의 소관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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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

는 경우 실적인정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이 판단·처리할 사항임.

제2절 관련법령 적용 기준 

1. 계약문서 적용의 우선순위

인터넷 질의번호 4945, 2004. 2. 27 

 질 의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시방서, 계약내역이 서로 상이

할 경우 적용의 우선순위는

 회 신 

계약문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설계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정한 문서), 유의서,「공사계약 일반

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면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설계서의 우선순위는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는 경

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한 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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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법무 41301-55903, 2003. 11. 26 

 질 의

1.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 산출내역서는 계약당사자중 어느 쪽이 제출한 내역서를 사용하는지 

2. 시방서(규격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이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 

우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납품규격은 

 회 신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3조

에 따라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동 일반조건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동 일반조건 제22조제4항

에 따른 기납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규격서(시방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규격서(시방서)상의 규격으로 납품하여야 할 것이

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7조에 의하면 산출내역서는 낙찰

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3.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법무지원팀-441, 2005-08-11 

 질 의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 당시 공사시방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인감날인 및 

간인을 하지 않은 공사시방서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 

 회 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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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 필요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

대자가 동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

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계

약서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계약

에 있어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 및 제5조에 정한 

문서를 말하는 것인 바, 동 예규 제3조에 정한 계약문서 중 계약서를 제외한 계약

문서는 반드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기명·날인하여야 계약문

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동 예규 제3조에 따른 계약문서 중 

설계서(동 예규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등)의 

경우에도 그러한 것임.

4.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의 법적 효력 

법무 41301-55199, 2004. 03. 15 

 질 의

○ 제안서를 심사한 후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에 제시된 작업량보다 과

업지시서의 작업량이 더 많은 경우에

 - 증가된 작업량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 입찰공고상의 과업내용보다 추가된 내용을 제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추가 제안내용도 계약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행치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받는지의 여부

 회 신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바, 입찰시 제출한 

제안서 내용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발주처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업무를 지시하여 과업내용

이 변경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상

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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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법무심사팀-673, 2004. 10. 18.

 질 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입찰방법이 

대형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일반공사)로 심의·결정된 공사를 사후에 공사의 특성

상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와 이 경우의 심의 시기는?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형공사

와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동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방법을 

심의하여 동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의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기타공사)로 입찰방법을 심의, 결정한 후 동 공사 입찰방법을 대안입찰로 변

경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0조 및 동 시행규칙 제78조 내지 제81

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원회나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 심의시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전 또는 기본설계후 심의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자문 위원회

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 

자체심의기준에 의거 심의,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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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

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법무심사팀-275, 2005-04-29 

 질 의

공사입찰에서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개인 건설업체가 계약체결 전에 사

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 건설업에 대한 상속신고를 완료하고 상속권자를 대표자로 

변경한 경우 동 상속권자가 동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공사입찰에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는 계약담

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32조에서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소정의 계약서에 의하

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낙찰 및 계약체결통보를 받은 자가 개인건설업자

인 경우로서 계약체결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한 상속절차에 따라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상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상 동 기한내 사실상 계약체

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지연에 따른 계약목적 달성여

부 등을 고려하여 동 상속인과의 계약체결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계약은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제20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

무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인 바, 동 계약서의 기명․날인

은 낙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의 명의와 인감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

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도 사망과 동시에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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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상계약에 있어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인터넷 질의번호 12729, 2004. 12. 21

 질 의

경쟁입찰에 2개사가 참여하여 제안서 평과결과 1개사만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

우에 있어 예정가격이 74억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의 입찰가격은 66억원, 

협상대상자는 입찰가격을 72억원으로 제시한 경우 가격협상을 통해 68억원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한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기준」제8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동 기준 제12

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

는 예정가격)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바,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

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감액 등의 조정

없이 협상이 성립된 가격(계약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가격협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가격협상기준, 관계규정 등

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8. 옵션계약기간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831, 2007-07-12

 질 의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에 있어서 본 계약은 구축사업과 유지보수사업으로 되어있

으며, IAT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은 IAT 공급 및 설치사업 종료후 3년간 유지보수

사업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보상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사업 

계약형태가 옵션계약인 상태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반영조건을 적용하여 

정식계약을 체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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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목적과 규모, 성격 등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하는 것인 바, 특정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공고조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옵션계약조건에 의한 계약체결을 정식의 계약체결로 보

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약체결시 입찰공고

조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9. 최초 설계작업시 작업시간 부족에 따른 할증적용 가능여부

법무지원팀-705, 2008-03-03(신)

 질 의

작업 현장여건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용기준에 의거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

가 간선도로인 4차선도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세별 할증율인 번화가(4차

선도로)할증 2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1일 5시간만 작업을 하는 작업조건

상 작업능율저하할증 37.5%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인「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관계  계약예규에 대한 질의답변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내용 등을 확정하기 위한 예정가격작성

기준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모, 공사현

장과 시장상황, 건설관련 설계기준,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설계지침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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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용지 확보의 주체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16, 2010-08-12

 질 의

발주처와 민원인의 상호이해관계로 민원인이 공사구간 내 유료주차장을 운영한

다면서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발주처

는 계약상대자에게 민원을 해결하여 공사용지를 확보하고 계약기간 내에 준공처리

를 독촉하지만, 시공사가 공사용지를 확보할 수 없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발주

처와 계약상대자 중에서 공사용지의 확보주체는?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

사계약 일반조건」제11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

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

우 해당 공사용지 확보의 주체는 발주처임을 알려드리며, 공사용지와 관련하여 발

생한 보상관련민원 등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에서 보상 또는 협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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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당시 기준

법무지원팀-589, 2007-02-09

 질 의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일부 확정계약분으로 나머지 일부는 개산계약

분으로 체결한 경우 단위공사의 설계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착수시점(설계 변경당

시) 기준은 

□ 갑의 주장 
관례상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발주관서의 작업지시를 

따라야 하며, 작업지시서가 2006.05.06 자로 접수되었으므로 접수된 날을 착수시

점(설계 변경 당시)으로 보아야 한다. 

□ 을의 주장 
작업지시서에 의거 계약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으며, 공사수행에 필요한 확정된 

설계도서가 2006.11.08 이후에 계약 상대자에게 교부, 확정 되었으므로 이때를 착

수시점(설계변경 당시)으로 보아야 한다.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

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

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증가된 물량 또

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의 "설계

변경당시"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에는 변경도면이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개산계약분을 확정함에 있어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변경도면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작업지

시서(설계변경 의사)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때는 발주기관이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면을 확정하여 통보한 시점인 

2006.11.08을 “설계변경당시”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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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기연장 관련 문서접수일 기준

법무 41301-55402, 2004. 05. 14 

 질 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간접비)을 산출하여 신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비용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관련법령의 근거 및 관련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간접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

용(간접비)의 신청일을 계약상대자가 최초에 추가비용(간접비)을 신청한 날로 보아

야 하는지 아니면“간접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

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

고, 이 때 조정신청일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

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서류의 첨부없이 추가비용(간접비)을 산출하

여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13. 준공검사 완료시점까지의 관리비용 부담주체

인터넷질의번호 10417, 2004. 09. 17

 질 의

준공기한에 맞추어 전기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발주기관에 준공검사 신청을 한 

경우 준공기한 이후 준공검사 완료까지의 기간에 발생되는 전기료 및 기타 공과금

의 납부 주체는 발주기관인지 시공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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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8조에 따라 발주관서는 인수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

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나, 발주기관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기 전까지의 제반비용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14.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인터넷질의번호 8800, 2004. 07.

 질 의

전기공사업으로 낙찰자가 결정된 후 설계내역에 소방설비 부분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 소방을 분리 발주해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낙찰자 결정후 공사계약 체결과정에서 낙찰금액의 일부를 제외하

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낙찰금액에 포함된 소방공사는 계약체결후 소방

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15. 법인합병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지위 승계여부

법무지원팀-545, 2005-08-26 

 질 의

강원도 소재 레미콘 제조. 판매 업체인 A가 경기도 소재 동종업체인 B와 합병

할 경우 합병 후에 해산할 회사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합병 후에 

존속법인이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유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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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

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

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 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구체적인 경우 ｢상법｣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

16. 주계약자 (발주기관) 변경가능여부 ?

법무지원팀-1709, 2005-11-16 

 질 의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중 위탁협약서에 따라 ○○공사에서 발주한 폐기물

처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자를 ○○공사에서 시행자인 ○○도나 공동시행자인 ○

○관광공사로 하는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자 변경은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정부조직개편 등으

로 계약관련 업무가 이관되거나 승계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정부측 계약자명의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

인 바, 이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7. 특허시공

법무심사팀-728, 2005-06-09 

 질 의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상 시공방법이 특허공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현장설명시

에 특허공법에 대한 특허료와 기술지도비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특허권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특허료와 기술지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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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자에게 지

급하는 특허권사용료는 계약상대자와 특허권자 양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또한, 발주처가 동 예규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설계서 등 계약문서

에 특허공법에 의한 시공방법이 지정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허권 사용료의 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임.  

18. 계약업체 명의 변경건 (전용실시권자에 대한 변경) 

법무심사팀-603, 2005-02-18 

 질 의

특허권자가 수의계약으로 특허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물품에 대하여 제3자와 전용실시권(기간 : 3년, 지역 : 대한민국 

전역)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대하여 등록원부에 등록하

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계약자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지? 

 회 신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타인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영업

양도의 효과로서 계약상대자의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무가 포괄

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발주기관이 당해 영업 양도를 승인한 경우

에는 양수인에게 계약상대자로서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것이나, 포괄양수도의 

약정이 없이 단지 계약상대자인 특허권자가 특허에 기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

에 있어서 제3자와 전용실시권 설정에 대한 약정을 하고 이를 등록하였다는 사

유만으로는 당초 특허권자의 계약상대자로서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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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닙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법령｣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된 전용실시권

의 범위에 비추어 당해 물품의 생산․판매권 등이 전용실시권자에게 전속되어 동 

전용실시권자가 아니면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의 여부, 양수인이 당초의 수

의계약 사유 및 요건을 충족하는 등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여

부 및 제반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여 양수인에게로의 계약자 변경승인 또는 별도

의 새로운 계약추진 등 조치여부를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임. 

19. 국가계약법상 감독업무의 수행범위

법무지원팀-2208, 2005-12-20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에 의하면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

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공공기관의 건축공

사에 있어 건축사가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소속공무원이 그 

사무를 감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동 규정의 내용을 공무원이 설

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 신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

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

무원에게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

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등이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

사를 의미함)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사감

독관’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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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예규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하며, 다만,｢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공

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하는 것이며, 공사감독관

은 동 예규 제16조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건설기술관리

법｣ 제35조 및 동 예규에서 규정한 업무를 행하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 이므로 공사감독

관 또는 감리원의 자격 및 업무수행 범위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령｣, ｢건
축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거나 소관부처인 건설

교통부 질의할 사항임. 

20.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법무지원팀-1391, 2005-10-19 

 질 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터널방재시스템개선공사에 있어 1차분에 대한 준공검

사를 완료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인수 운영 중에 있으나 2차공사와의 하자기간 차

이로 인하여 2차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라는 발주기관의 요

구에 따라 동 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회 신 

공사의 적격심사시 특정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을 발주 목적물과 동일공사실적 

또는 유사공사실적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
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발급된 실적증명서의 내용과 발주목적물

과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실적을 증명한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

수 보증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한 경우라면 이는 전체공사의 준공과 관계없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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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사중지기간 중 도로공사 구간내 사고 책임의 한계 및 공사현

장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는? 

법무지원팀-807, 2005-09-14 

 질 의

1. 공사 중기간 중인 도로공사 공사구간내에서 사고발생시 배상에 관한 책임은 시

공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발주부서에 있는지 여부 ?

2. 실착공(실제로 착공)이 되지 않고 공사중지 되어 있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

임은 시공사(계약상대자) 또는 도로관리청 누구에게 있는지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공사현장에서 인명에 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 등에 대

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귀 질의의 경우 사고당사자가 현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당사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민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의 착공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규정한 

공사용지를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인수한 후 동 예규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동조 동항 각호

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된 현장대리인은 동 예규 제14조에 규정한 ‘공사현장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바, 공사의 착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 예규 제47조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

지기간 중에도 계약상대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등의 단속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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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사비(산재보험료)계상 및 지불에 관한 질의 

법무지원팀-200, 2006-01-18 

 질 의

○○유지관리 역무를 1년 단위로 공사계약 체결하여 수행 중 발주기관이 계약

상 산재보험료와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 차이에 대하여 산재보험료가 과다 지급

되었다고 하여 금년도부터 법정요율 한도금액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실적 정산토록 계약조건을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타당성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개산계약 또는 관련법령에서 정산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액조정

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므로 임의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법정비용으로서 관련법령에서 

실제 사용된 비용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된 항목(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환경보전비 등)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계약상대자가 하며, 그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담보의 수단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항목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산재보험료 등과 같이 관련법령에서 정산토록 규정하지 않

은 비목은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계약금액 조정대상인 경우 등의 특

별사정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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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S. 항목 중 품질시험비 정산처리에 대한 질의 

법무지원팀-817, 2005-09-01

 질 의

입찰 당시 품질시험비가 P.S항목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P.S항목이라 하더

라도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단가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실적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잠정(개략)단가 [P.S.항목

(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에 따라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

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바, 만

약 입찰 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당해 비목에 대하여 사후 정산할 것을 명시한 경우라

면 위와 같이 정산하여야 할 것이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부계약은 확정계

약이 원칙이므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정산할 수는 없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공고조건,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격, 규

모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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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특허공법으로서 신기술로 지정된 보호기간 경과후에 특허공법으

로서의 설계에의 적용여부

법무지원팀-3434, 2007-08-03

 질 의

건설교통부 고시 신기술 제○○호 및 특허 제□□호(공기타격식 해머와 특수앵

커핀을 이용한 신구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체화 공법)의 협력사인 당사가 보호기간

이 만료된 동 신기술을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사업의 설계시 특허공법으로 적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의 위배여부와 특정업체에 대한 혜택인지의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설계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의 시공방법,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등

의 공법선정 등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

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25. 특허 심의증인 공법은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법무지원팀-1350,  2005. 10. 21

 질 의

건설공사 설계시 특허출원하여 심의중인 공법에 대하여 설계(실시설계, 기본설

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설

계기준에 관한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건설공사의 설계는 공사 목적물의 규

모, 용도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시공방법, 해당공법 등을 설계관련 법령의 규정

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건설공사를 집행하는 발주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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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계약체결후 분리발주에 따른 설계변경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96(’07.01.17)

 질 의

발주기관에서 설계서에 계약상대자가 영향평가대행자 선정과 환경영향평가를 하

는 것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계약조건대로 계약상대자가 수

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발주기관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대상사업의 공사에서 분리하

여 별도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분리 발주하는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

정방법은? 

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계약금액만큼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 산출내역서에 사후환경영향평가비가 무대인 경우 모든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나. 분리발주에 따른 모든 비용(예산)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당초부터 위법․부당한 계약이므로 계약금액은 감액하지 않는다.

 회 신 

관련법령상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확보를 위하여 공사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통합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사의 계약내용에서 분리하여 발주기

관이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은 관련법령

의 취지, 입찰안내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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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찰 및 낙찰자 선정

제1절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1. 원가계산 용역기관 요건

법무지원팀-552,  2007. 02. 07

 질 의

본 연구소는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검토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에 입찰

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적격심사기준상의 여성고용인원 배점기준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는 대학교 직원은 연구소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

고 있으나, 본 연구소의 주장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1조제2호 ‘나

목’의 단서에 따라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기관 의견대로 인정

할 수 없는지요?

 회 신 

물품, 용역 등의 계약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 제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입찰공고한 당해 입찰건의 ‘세부

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학술용역입찰에서 원가계산용역대상기관이 ｢고등교

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인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기준｣ 제31조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대학(교) 직원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상시고용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 이하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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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실례가격의 의미

법무지원팀-815,  2007. 02. 28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거래실례가격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물품제조계약에서 65%로 낙찰되어 계약이행중에 있는 경우 다음 발주시 전에 

낙찰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예정가격

을 정하는 것인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각 중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

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서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한다는 

것은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계약하여 납품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그 거래실례가격이라 한 경우의 적정한 거래란 어떤 의

미인지

 

 회 신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

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달

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

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이행중에 있는 계약금액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

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건과 관

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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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임. 

＜질의 2＞에 대한 답변 

당해 물품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조구매계약의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

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에게서 직접 확인된 가격

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납품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

을 것임.

＜질의 3＞에 대한 답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정한 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나, 덤핑거래, 특별한 관계의 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가 아닌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시

장여건,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3. 용역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 방법

법무심사팀-797,  2005. 06. 15

 질 의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동 시스템전환 및 구축을 위

한 컨설팅 및 System Package 구매 분야는 일반경쟁 입찰에 부치고, 동 구매부

분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SI 용역 업무는 당해정부투자

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금액 결정방법은? 

(갑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1조의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규

정을 근거로 당해 용역의 예정가격에 경쟁입찰의 낙찰율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결정 

(을설)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근거로 수의시담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

 회 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38 -

며,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 제6호 가목․나목,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계약

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

할 수 있고,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 있는 경

우에는 동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 규정

은 계약목적물이 공사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4. 잡재료비의 원가계산시 계산 방법에 대하여

법무지원팀-1781,  2005. 11. 15

 질 의

＜질의 1＞
잡재료비를 노무비의 일정 비율로 계상하는 경우 원가계산시 노무비로 계상되어

야 하는지, 아니면 재료비로 계상되어야 하는지, 또한 노무비의 몇 %로 계상되어

야 하는지 

＜질의 2＞
공구손료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어느 항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산정 기준은 

＜질의 3＞
주야간 또는 야간 작업시 노무비, 공수손료 잡재료비에 대한 할증 등 품의계산은

 회 신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간접재료비란  계약예규 ｢원가계산에 의

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7조제2항(현행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

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및 가설재료비등은 

간접재료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다만, 동 재료의 설치인건비는 직접 노무비에, 동 

재료 구입과정이 아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

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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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경우 공구손료 및 공구조작 작업원 비용 산출시의 품할증(또는 품할

감) 및 공구손료 계상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에 있어서 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

에 따른 품할증의 적용 또는 제외 여부 등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사항이 아니므

로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417)

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

5.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법무지원팀-3948,  2008. 11. 16

 질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의 입찰공고

서에 ‘국가계약법령 제2조에 의거한 추정가격이 18억원이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한 공사원가내역서를 발주

처에 제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원가내역서의 제출을 종

용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와 입찰보증금의 몰수하겠다는데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조달청은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관급자재의 구매를 대행합니까? 

2) 입찰공고서에 관급자재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관급자재를 공사비에 포함시

키라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3) 대한○○회는 국가계약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금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었는지? 

4) 관급자재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켜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서도 귀청에 관급자

재로 구매요청을 하여 공급받아도 되는지?

 회 신 

- 귀 질의 1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단체가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 제2007-2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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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 2,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

여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관급자재대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공사에 관급자재가 포힘 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

단할 사항임. 

- 귀 질의 4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4

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

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하여 조달요청

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수요기관에 해당

하는 발주기관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조달요청이 가능할 것임. 

6. 공사계약에서 일반관리비의 개념 및 적용범위

법무지원팀-3407,  2006. 10. 16

 질 의

＜질의 1＞
공사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취득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형고정자

산중 비품만 일반관리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2＞
일반관리비의 개념과 적용범위는?

 회 신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조 및 제

20조에 의하여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공

사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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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

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임.

7.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에서 예정가격작성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20(’08.4.04)

 질 의

① 물품에 포함된 설치공사비를 국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원가계

산하는 것이 적정한지?

② 물품을 총액으로 계약함에 있어 낙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세부내역서상의 설치

공사비가 매우 과소한 경우,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유사한 거래실례가격과 견적가격의 적용 우선순위는?

 회 신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

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예정가격

을 작성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

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②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라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을 말하는 것

인 바,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음.

③ 감정가격과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의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동조 각 호의 순서에 따

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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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소와 ○○조합간에 2004~2005년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면

서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위조

되어 제출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조사한 결과 사실로 인정되어 당해 계약의 특

약에 의하여 계약금액 차액을 환수함에 있어 

1. 특약내용(조달청 집행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1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

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

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

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2. 가격자료 현황 

  - ○○조합이 허위로 제출한 가격자료 평균가격 : 62,193원 

  - 조달청이 재조사한 가격 : 61,300원

  - 계약가격 : 58,860원 

＜질의 1＞

계약금액이 ○○조합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와 조달청이 재조사한 가격보다 고

가가 아님에도 계약금액 환수요건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계약금액 차액을 환수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 3＞

계약유효기간 내에 납품 완료된 물량에 대하여는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미

납물량에 한하여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질의 4＞

계약기간이 도과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환수청구권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닌지 

8. 계약금액이 ○○조합이 제출한 허위 가격자료와 조달청이 재조사

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에도 계약금액 환수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무지원팀-2844,  2006. 08. 29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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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

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귀 질의의 계약금액 감액 또는 환수를 규정한 조달청 집행지침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11조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

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그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발주처가 동 특수조건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를 할 수 있으려면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

는 착오가 있었으며 또한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을 때” 비로소 위 청

구권이 발생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또한, 동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의 환수는 당해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며,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로 한

정하여 환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당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

여 동 청구권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임.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 환수사유가 되는지 여부 및 환수대상금액 산정은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허위로 제출한 가격증빙자료, 발주기관 자체 조사가

격, 예정가격, 계약조건 및 계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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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격(1)

법무지원팀-3087,  2007. 07. 31 

 질 의

지역산림조합이 모여서 산림조합중앙회가 결성되었고,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관

리 및 인사 등 모든 권한을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로서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은 상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과 같은 구조로 보아 동 법인간 경쟁입찰은 성립될 수 없다고 사료되는바 타

당한 것인지? 

 회 신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

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해당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였는지는 계약담

당공무원이 입찰공고의 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ㆍ처리할 사항임. 

2. 입찰참가자격(2)

법무지원팀-3101,  2007. 07. 31

 질 의

□□사업소 건설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보유업체로 제한한 

경우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함께 소지한 업체의 입찰참가 가능여부 

 회 신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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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시행령｣ 제12조 각항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건설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토목공

사업 면허와 건축공사업 면허를 함께 보유한자도 동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임.

3. 용역 입찰참가자격
법무심사팀-317,  2005. 01. 15

 질 의

용역입찰에 대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귀청에 질의하였으나 귀 청으로부터 

“특정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용역관련 법령, 

과업내용의 특성, 이행의 난이도, 과업규모의 대소 및 과업수행방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을 받은 바, 당해 회신내용에 있어 

1. 특정 용역입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2. 입찰참가자격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어떤 근거

와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3. 과업내용에 측량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측량업체

에게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우리 청이 회신한 내용 중 “특정용역입찰”이라 함은 특정 분야의 용역에 대한 

입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구체적․개별적인 당해 

용역에 대한 입찰을 말하는 것임.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경쟁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

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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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의 이행방

법 및 난이도 등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동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상

의 자격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하

여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케 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로,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제
5조제2항(현행 ｢용역입찰 유의서｣ 제5조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입찰에 관하

여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며, 

공고조건 상의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당해 발주처의 설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4.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자란? 

인터넷 질의  (‘11.06.09)

 질 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한 결과 응찰한 업체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하였습니다.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응찰한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판단하고 가격평가를 하여야 합니까?

 회 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실시하는 입찰에서 발주처가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 입찰자의 입찰자체는 유

효한 입찰로 보아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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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의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주소변경

회계제도과-523,  ’08. 6. 11

 질 의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만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전된 주소만으로 입찰참가등록증의 주소를 변경시

킬 수 있는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6의3

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삭제한 취지는 변경된 법인등기부 등본에 따라 법인의 명

칭,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은 추후 변경토록 한 것인 바, 

이 경우와 같이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만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에는 주

소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전된 주소만으로 입찰참가등록

증의 주소 변경이 가능함.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정한 등록인증서 제출

법무지원팀-3027,  2007. 07. 26

 질 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행한 입찰에 참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과정에 당해 입찰공고문 등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발주기관에서 ｢전파

법｣ 제46조 및 제57조의 “무선설비의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정

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형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

라 협상기간 내 MIIC(전자파 적합등록)인증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미제출시 협상

이 결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 인증서를 협상기간 이후에 제출해도 

되는지?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48 -

 회 신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조건을 갖

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 있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

고 등에 대한 사항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

7. 대표대표자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의 효력 및 성격

인터넷 질의(2006. 05. 30)

 질 의

낙찰예정 업체(법인)가 3인의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입찰참가등록 하고, 이중 1명

을 대표대표자로 지정하여 투찰하였을 경우, 지정된 대표대표자가 투찰한 것은 그 

외 입찰등록한 대표자가 투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인지? 당해 입찰참가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대표자를 대표대표자로 지정해야 유효한지?

 회 신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는 관련법령(민.상법. 등기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인(여러명)이 각자대표 또

는 공동대표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정부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업무

의 효율성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책임운영기관인 조달청에

서는 대표대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대표자가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당해 법인을 대리한 법률행위로

서 그 법인이 입찰에 참여한 법률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개인이 입찰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2인의 각자 대표자중 어느 한 대표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다면  결국 그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시 다른 각자대

표자가 그 법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도 결국 그 법률효과는 당해 법인에

게 있는 것이므로 무방한 것입니다. 다만, 각자대표자인 경우에 가능하며, 입찰참

가 주체 즉 당사자는 그 법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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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가계약 공고조건에 따른 자격기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999,  '08. 07. 28

 질 의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용역공고를 한 경우로서 

1. 공고 내용 

1) 사업공고명 : 도시철도표준화 연구단 분리공모과제 시행공고 

2) 과제명 : 도시철도용 선택 차단형 DC 통합 보호계전장치 개발 

2. 자격요건 : 관련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이 있고,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직접 활용 하고자 하는 기업이어야 함 

￮ 참여업체 중 

  - A업체는 해당과제에 대한 도시철도용 DC 보호계전기에 직접 관련된 연구 또

는 사업수행 실적이 있고 

  - B업체는 DC 보호계전기에 관한 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이 없고, 일반용 AC 

보호계전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이 있을 경우 

   ⇒ 국가 계약에 있어서 A와 B 누가 선순위가 있는지 여부

 회 신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실

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실적을 말하는 것

이며, 발주기관은 경쟁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정한 명칭

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여서

는 아니 되는 것이나, 개별 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용역의 성격 등 특수한 사정 등

으로 인하여 실적인정범위를 AC보호계전기가 아닌 DC보호계전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수행 실적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입찰공고가 정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입찰 공고내용을 따라야 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실적인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계약목

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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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물품의 입찰대상자 선정

법무지원팀-2770,  2006. 08. 22

 질 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지명경쟁입찰자를 최소 5인 이상을 지명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대상자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

할 경우, 전문제조업체참여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공고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품목관련 협동조합에 대상업체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한 자에 대해 지

명경쟁입찰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2

항에 따라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하였다 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는 

없는 것임.

10. 전세버스 임차를 위한 입찰공고 제한기준

법무지원팀-2847,  2006.  8. 29

 질 의

각급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세버스 임차를 위한 입찰공고문에 제시하는 입찰참가

자격과 조건에 대하여 

1. 차량 보유대수 및 차량 년식을 제한하여 입찰공고하는 경우 차량의 보유대수 시

기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공고, 입찰, 계약)?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울산광역시에 근거(주사무소)를 

두고 타 시도의 자동차 번호를 부여받아 타 시도에서 영업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있어 지역제한(울산)을 할 경우 타 시도 영업소의 차량도 울산

광역시 운송조합의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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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한 경우 당해 지역안에 

소재하는 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본사가 당해 지역안에 있는 업체를 의

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차량보유 인정기준, 

낙찰자선정 방법, 공고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목적, 개별법령에서 요

구하는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11. 지점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통한 입찰참여 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질 의

저희 회사는 축산물(육류)을 주로 학교급식에 공급을 하고자 G2B를 통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데 있어 본사 사업자등록번호에 인증을 받아 전국 학교입찰에 참가

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에서 입찰 자격을 해당 시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업체를 한정하고 있는데, 지점 사업자의 인증으로의 입찰참가가 가능한지요?

 회 신 

우리 청은 법인의 지사에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입찰 및 계약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여 

2008. 11. 20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는 하나의 법인격인 본사(법인)의 산하

기관에 불과하여 본사의 입찰참가등록증내에 등록하는 것이며 별도의 독립된 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사와 지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 

아닌 동일한 법인이므로 당연히 동시에 동일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경쟁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자로 제한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

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 참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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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 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 가능하

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

가하실 수 있음.

12. 건축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감리수행 여부

법무지원팀-3035,  2008. 10. 07

 질 의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한 건축사업무신고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4명의 각자대표 중 1명이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건축업과 전기감리업의 두 가지 

면허의 동시등록이 가능한지 

＜질의 2＞ 
건축사 아닌 대표이사가 등기되고 두 가지 면허가 모두 등록된 업체가 건축법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시 제재사항이 되는지 여부 

＜질의 3＞ 
타법감리의 P.Q 평가시 건축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

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

거나,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

여 미리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법인이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인 ｢건축사법 시

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그 대표자가 건축사(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건축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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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임.

- 귀 질의 2, 3에 대하여 

위 관련으로 귀사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사업무신고와 감리전문회사 등록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우리청의 국가계약법규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축사

법 등 관련법령․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참고로, 당해 계약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이 없이 참가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이 없어 무효이며, 면허․등록 등이 없이 계약을 이행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

76조제1항제6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입찰참가자격 중복제한 여부

인터넷질의, 계약제도과-1517,  2011.12.14

 질 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규모)으로 제한하면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등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공고하고, 동 입찰특별유의서에는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도록 규정한 경우 상기 입찰공고가 중복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중복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상 시공능력

공시액 제한규정의 효력 및 적격심사가 진행중인 동 입찰을 새로운 입찰에 부칠 

경우 이의 타당성 여부를 질의함.

 회 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

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같은 항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

하여서는 안됩니다.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입찰 건은 공사실적과 함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시공능력공시액의 경우 입찰 난립을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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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체를 제한한다기보다는 적정한 공사 이행능력이 없는 업체를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이라기 보다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분할로 인한 신설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승계

법무지원팀-3030,  2007. 07. 26

 질 의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를 전담하는 존속회사(지주회사)인 ○○홀딩스와 건설업과 

조선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공업을 신설하는 형태로 분할할 경우에 있어

＜질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

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건설업자

의 지위가 이전되는 때 즉 양도 · 양수 수리 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법인

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2＞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 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 

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주)평가방법 3항에서 기업분할인 경우에 신설업체가 

법인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

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결산서 작성 전까지

는 종전법인의 결산서로 입찰이 가능한지? 

＜질의 3＞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

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심사항목 2번 기술능력평가 

다항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평가는 분할 

신설인 경우(포괄적 승계) 신설업체에 승계 적용하여 입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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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법인이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분할․사

업양수도 등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로 인하여 당해 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 참가한 입찰과 관련된 입찰참가자의 지위 등도 제3자에게 승계

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

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함.

2. 귀 질의 2, 3에 대하여 

공사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제도

는 2007. 07. 04. 폐지되었음.

최근년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

산서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주 2) 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

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

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인 바, 

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업체의 최초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경영상태평가는 분

할되기 이전 업체의 결산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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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술품구매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514,  2008. 06. 27

 질 의

예산의 추가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체결하여 

시공 중인 인테리어 공사의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으로 미술장식품(조형물 

70%, 회화 및 판화 30% 정도) 구매설치비를 반영하여 집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함 

1. 작가 개인 또는 학교(연구소)와 수의로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2. 미술품 구매를 일정비율로 지역작가 참여조건으로 발주할 수 있는지?

 회 신 

- 귀 질의 1에 대하여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여기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7조에 의하여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수의계약은 같은 법 시행

령 제26조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바, 이 경우 작가 개인 또는 학교(연구

소)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정한 지역의

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입찰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용역 및 물품구매, 제조입

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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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 지명방법

법무지원팀-2067,  2007. 05. 22

 질 의

본 사업협동조합은 2007.01.01부로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계량계측기기 제조업체가 모여서 설립한 ‘한국계량계측기기사업협동조합’ 입니다. 

지금까지 각 수요기관에서는 지명경쟁입찰 대상자를 선정할 때 관련 협동조합에 

추천을 요청하는 방법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명경쟁 대상자 선

정시 이 방법의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추천 대상에 해당 물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사업협동조합’도 포함될 수 있는지?

 회 신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자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지

명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명경쟁 입찰대상자의 선정방법 결정은 계약담당공

무원이 계약목적물의 규모, 성격과 시장상황, 입찰대상자의 자격보유 여부 및 관

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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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유무

법무지원팀-2475,  2007. 06. 20

 질 의

제한경쟁(시공능력제한)에 의한 터널교통관리시설 구축공사 입찰을 실시함에 있

어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07.5.31(목) 10:00이고, 개찰일시가 ’07.05.31(목) 

10:10인 경우에 입찰공고서상에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

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

을 충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된 업

체”로 한 경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가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마친후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라 규정과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유효기간이 입찰개찰일인 2007년 5

월 31일부터 2008년 4월 30일로 신고된 업체가 입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시 등록

자격의 유무

  회 신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

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계약예규 ｢공
사입찰 유의서｣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정한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의 공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는 것이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가

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당해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입찰참

가자격 요건 구비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입찰참가

자격 유무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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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구매입찰의 적법성 여부

법무지원팀-2092,  2007. 05. 23

 질 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입찰방법 등의 의문사항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All or None Basis 구매방법이 어떤 계약방법인지? 

질의 나) 구입물품명세서상에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구매입찰의 적법성 여부?

 회 신 

- 귀 질의 ‘가’에 대하여 

All or None basis에 의한 구매는 일반경쟁구매에서 당해 물품이 관련 기자재 

등 수요목적상 동일제작자의 제품으로 구매할 경우 또는 소액 다종 품목으로써 

동일 공급자로부터 일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

으로, 

이 방법은 구매대상품목을 전부 또는 그룹(Group)별로 묶어 단일 공급자 또는 

제작자로부터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가격을 품목별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대상 전 품목 또는 Group별로 대비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로써 계약이행능력이 있

는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귀 질의 ‘나’에 대하여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제5호에 의하여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제한하

여서는 아니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계약의 특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또는 모델)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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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관련 업무의 건(제한경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8-156, 2008.10.01

 질 의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관한 입찰공고 내용에 시간당 1ton이

상 소각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나, ○○병원의 

월평균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월 약35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한하는 것은 과다한 제한으로 정정 입찰공고가 가능한지? 

 회 신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수행에 필

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이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목적물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8. 소독과 청소를 일괄발주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지

법무지원팀-366,  2007. 01. 15

 질 의

소독과 청소를 일괄공고하여 청소업과 소독업을 병행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소독업만 하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와 같

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타당성 여부 및 청소업와 소독업은 관련법령이 서로 다른 

업무인데 일괄발주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

 회 신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제1항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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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법

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입찰참가자격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입찰참

가자격 제한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계약에서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분할계약을 금

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은 바, 청소 및 소독업무가 복합된 용역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이를 일괄 또

는 분리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9.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

당하는지

법무지원팀-4091, 2006. 12. 11

 질 의

○○신호설비공사를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업법에 의

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철도신호공사부분 연동장치 

공사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회사의 1건의 공사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5조제5항에 의한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회 신 

제한경쟁입찰에서  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21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 바,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

령에 규정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구하고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21

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 또는 과다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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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시 지역제한의 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206(’08.2.21)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서 동항 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

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되는지?

 회 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하더라도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5조제5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1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한 후 실적제한이 중복제한인지 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405,  2008. 08. 22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의 중소기

업간 제한물품을 동조제3호 내지 제4호로 동시에 실적제한으로 구매 입찰하는 경

우 중복제한을 금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 신 

‘07. 10.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동 시

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규정을 마련한 바, 이는 제한규정의 신설이 아니라 WTO

정부조달협정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개방대상에서 제외(국제입찰

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규정을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명시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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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하더라

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12. 국가계약법령상 부당특약 금지원칙 위배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174  (‘11.08.17) 

 질 의 

국가계약법령의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안의 개요) 
1. 공공기관이 입찰공고시 입찰공고문에 “당해공사(이하 ‘선행공사’라 함)를 대표사

로 낙찰받은 자는 동 발주기관이 향후 발주하는 다음공사(이하 ‘후속공사’라 함)

에 연속하여 대표사로 입찰참가 할 수 없음”이라는 특약을 기재함. 

2. 당사는 동 선행공사를 낙찰받아 시공중에 있음. 

3. 동 공공기관은 후속공사에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을 통보함. 

(질의)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1조,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르면 국가계약법령 및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입찰참

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안과 같이 선행공사의 낙찰을 

이유로 후속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동 법령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을 알려드

립니다.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64 -

제3절  입찰방법, 공고 및 집행

수의계약

1.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

법무지원팀-853,  2005. 09. 09.

 질 의

건축공사를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하던 중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사유

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체결을 요청하여 왔으나 공동수급체 중 1개사가 

전차공사 낙찰률을 적용하면 손해가 많다면서 수의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 다

른 2개사의 공동수급체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때에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

원이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이거나 수의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

우 잔존 구성원만으로 등록, 시공능력 및 실적 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

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수의계

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의계약 체결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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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1780,  2005. 11. 22

 질 의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 신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

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호 ‘사'목에 따라 특허권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상 실시권자인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의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기간, 지역 및 실시내용 등)가 당

해 계약대상자로서 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 통상 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이 가능

한 것이다.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체결 여부는 동 규정, 계약목적물의 특성, 대용품이나 

대체품 유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3.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제조공장 보유가 계약조건이 되는지  여부

법무지원팀-2138,  2005. 12. 20

 질 의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제작자이어야 수의계약이 가

능한지? 

 회 신 

계약에 있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

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에 의하여 수

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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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계약상대자로서의 자격요건은 같은 법 제12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권자가 당해 실용신안제품의 제조시설을 반드시 보

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4. 건설신기술을 보유업체와의 수의계약 가능기간 및 법적근거

규제개혁법무담당관-1355,  2008. 06. 18

 질 의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관련규정은 국가계

약법시행령 제26조제4항 ‘마’목인지 아니면 동조제7항 ‘사’목인지? 그리고 당사가 

보유한 신기술도 같은 법 시행령 동조제7항‘사’목의‘개발완료 확인 후 2년 이내의 

기간’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기술보호기간(’03.1.05~’11.1.04) 만료일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

함)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마’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

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해당 수의계약 대상자의 요건충

족여부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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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기술이전 협약체결 및 양수인과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291,  2007. 10. 24

 질 의

신기술개발자(NET공법)가 제3자에게 장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신공법에 대한 

기술을 이전(기술이전약정서 체결 및 권한위임)할 수 있는지와 당해 신기술의 사

용권을 이전받은 제3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신기술을 보유한 자와 제3자간에 체결하는 통상적인 기술협약서의 

체결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우리 청의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니며, 이해 당사자간

의 필요 및 판단에 따라 민법, 상법 등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사용계약을 체

결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계약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동법

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함)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마’

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당해 신기술권자와 신기술 사용계약

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동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 

6.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토대상

규제개혁법무담당관-6094  (‘11.11.24)

 질 의  

전력신기술 제69호는 지중배전공사 관로내 전력케이블을 설치하는 공법으로 신

기술적용에 관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

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한 명확한 적용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업무집행

으로 투명성을 기하고 다툼을 방지하고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신기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 일부란 어느 정

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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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당해 공사를 신기술보유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

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하거나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고, 동 기준 제

5조의2제1항제1호의 입찰방법에 의해 신기술보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객관

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신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동 기준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게 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기준 제5조의2제1항 제2호의 일반경쟁에 부치게 되는 신

기술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의 의미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체

적 사례에서 동 제도의 취지·공사의 특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7.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442,  2007. 11. 05

 질 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성능인증제

품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할 수 있

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입찰에서 동 구매물품의 성능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1개사만 

있어 제한경쟁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바, 

1) 제한경쟁의 경우 2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입찰참가업체 수가 구체

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지 

2) 구매물품의 인증업체가 1개사 인 경우 제한경쟁이 불가능한지 혹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

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것인 바, 

이 경우와 같이 당해 입찰의 참가자가 1인만 있는 경우라면 경쟁입찰은 성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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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8. 〇〇단체가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되는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91  (‘11.06.15)

 질 의 

○○단체는「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단체

로서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는 물론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단체로 하여금 단체설립 목적달

성을 위해 같은 법 제7조의2 및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시설관리(경비, 주차, 청소, 방역) 및 조경공사(식재, 시설물) 용역’ 업종에 

대한 수익사업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4.19민주혁명회는 조경공사면허를 얻어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바, 본 단체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조경공사(식

재, 시설물) 용역이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

의계약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로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

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장애인복지법」제44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

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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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근거의 법령조항 및 적법여부

법무지원팀-4828,  2007. 12. 04.

 질 의

□□청에 등록된 법인인 ○○은 어떠한 법률근거를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이권

사업에 매진하는 ○○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의 적법성여부?

 회 신 

계약에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 바, 

수의계약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 규정과 관련법령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10. 복지단체를 지정하여 조달요청시 국가계약법령상 위법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3,  2008. 04. 08

 질 의

수요기관이 물품의 조달 의뢰시 복지단체를 계약대상으로 지명하거나 혹은 계약

당사자로 추천하여 문서로 조달 의뢰할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위법성이 있는지?

 회 신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경쟁을 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내지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목적물과 지명경쟁대상자 범위와 

규모를 정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7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장애인복지법｣제44조에 따

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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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은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

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요기관에서 동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 보훈단체를 지명경쟁 대

상자로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상대자로 지정 또는 추천하여 조달요청하는 경우 이

를 국가계약법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귀 단체를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

찰에 참가할 자로 지명할 것인지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

약목적물의 성격․규모와 귀 단체의 설립근거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

11.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 중소기업간 경쟁대상 물

품이 아닐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5005,  2007. 12. 13.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바목의 규

정과 조달청 “보훈·복지단체 물품 구매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내용이 약간 상이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장

애인 복지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일지라도 중소기업간 경쟁대상물품이 아닐 

경우 수의계약의 가능여부?

 회 신 

계약에서 ｢장애인 복지법｣ 제44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방법의 결정은 관련법령, 계약목적물의 특성, 규모, 계약이

행의 전망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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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의계약 한도액

규제개혁법무담당관-6230  (‘11.12.01)

 질 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 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

는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6항라목에 따라 수의계

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계약 한도액은 얼마인지? 발주기관의 수의계

약 금액한도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계약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음.

 회 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 정비법」

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11

호나목에 따라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새마을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

조·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제

22282호, 2010.7.21>제7조에 따라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라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

외되어 그 한도액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공장에 해당된

다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

평균금액,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중

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새마을공장과 체

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수의계약

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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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533,  2007. 06. 22

 질 의

“○○기념관” 전시시설은 2007년 □□협동조합에서 준공하였으나 일부장비

의 교체와 전시패널 부분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원시공사와 수의계약이 가능

한지?

 회 신 

계약에서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

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 

계약의 목적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14. 일괄입찰공사와 연관된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210,  2007. 10. 18.

 질 의

턴키공사로 집행된 공사에서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

항제4호에 따른 경우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8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와 

같이 일괄입찰공사에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동 예규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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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595,  2005. 11. 04.

 질 의

본교는 시청각실 및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증축하려고 

하는 바, 

1) 전차공사와 수직 및 수평으로 증축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의 하자보증기간을 당초 3년으로 정하였으나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그 중 

일부 주요구조부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경우 하자담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 것인지? 

3) 수의계약평점 산출시 전차공사 예정금액 대비 금차공사 예정금액으로 산출하는

지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

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때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4장 수의계약의 운용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차공사가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

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당해공사의 특성, 구조, 전차공사와의 하자책임구분의 곤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

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동 규칙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

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동 규칙 별표 1에 규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공종 구분

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조정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공종별로 조정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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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담보책임기간을 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질의 중 수의계약평점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입찰을 집행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으로서 우리 청의 국가계약법규 해석 대상이 아님.

입찰공고

1. 학술연구용역 대상여부

법무지원팀-3949,  2007. 10. 01.

 질 의

○○항 배후부지조성공사 준공 이후 조성된 부지의 지반거동분석을 위하여 미

개량 지반의 침하량과 지반구조 재배열에 따른 2차 압밀침하량을 장기계측 및 분

석을 통하여 토질공학이라는 기초과학을 토대로 배후부지 현장의 지반거동을 해

석, 이론식화 하여 문제점 및 사전대책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자 하는 경우 동 사업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회 신 

용역계약에서 “학술연구용역”이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제1호

에 정한바와 같이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

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사업이 동 규정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

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특정제품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3916, 2006. 11. 28.

 질 의

정부 발주공사의 기계설비설계시 특정 제조업체 제품의 동등이상품으로 설계할 

경우에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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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설계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공사의 시공방법, 공법선정, 공사자재 등 

설계기준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설계기준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3. 물량내역서 교부에 관하여

법무지원팀-213,  2006. 01. 10

 질 의

＜질의 1＞ 
추정가격이 1억 이상 100억 미만인 공사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에게는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발주기관의 의무사항인지 

＜질의 2＞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낙찰자는 단가 

및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데 관련 법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물량내역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조제2항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는 낙찰자에게 동조제1항의 입찰관련 서류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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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

6항 및 제7항에 의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

하여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

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이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동 예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를 말하는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는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이른바 공내역서)로서 발

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공종별 목

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고, 다만, 단가 및 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4. 입찰시 특정물품이 아닌 기능 및 사양으로 정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4, '08-06-02

 질 의

일부 지자체나 국가기관 입찰시 특정 물품의 모델 납품을 강요하거나 공급자증

명원을 조건으로 하는 입찰이 있는데, 이는 특정업체나 물품을 비호하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조달청 입찰시 이런 경우와 같은 기능 및 동등사양의 물품 납품도 가

능하도록 배려 바랍니다. 특히 특정 모델에만 있는 특정사양만을 고집해서 해당모

델이 아닌 경우 납품이 안 되도록 하는 편법도 빈번한 바, 같은 동등이상의 기능

을 충족하면 납품이 가능토록 배려 바랍니다. 유권해석 바라겠습니다. 상기 내용이 

조달법령과 위배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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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

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규격(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

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서는 아니 되는 것임.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 또는 

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규격(모델)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예외적

인 경우이므로 그 적용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임. 

5. 용역계약시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근거와 적합성 여부

법무지원팀-359,  2007. 01. 25

 질 의

○○전문대학 “전직 및 재취업 평생교육사이트 구축” 용역입찰(지역경쟁, 총액)에 

참가하여 13,259,999원으로 낙찰된 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당초 입찰참가자격요건에는 없었으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계약요건으로 기술지

원확약서를 계약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질의 2＞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업체에 11,000,000원을 선지급 하

여야 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 

＜의견＞ 
원가계산에 기술지원확약서의 반영여부가 불확실한 것은 공개입찰의 목적에 위

배되며,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공고되는 입찰은 기술지원업체와 수 의계약으로 추진

함이 혼란이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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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제1항에 의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동 예규 제4조제1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

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입찰서류의 하나인 과업내용서에서 계약체

결시까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에 따른 제반 문제는 제조사와 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임. 

6.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게시일자와 입찰 공고문의 공고일

이 다른 경우

법무 41301-55490,  2003. 08. 05.

 질 의

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 G2B시스템에 게시한 일자와 입찰공고

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입찰공고일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

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일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7조제5항에 따라 동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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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공고 방법의 적정성, 공고기간 요건구비 및 사업집행·사업유

무 검증방법

법무지원팀-695,  2007. 02. 20.

 질 의

1. △△사업설명회 관련 입찰공고를 발주처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현장설명회 이후 10일안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입찰의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의 적정성 여부? 

2. 위 사업 집행내용 및 사업유무를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회 신 

- 귀 질의 1에 대하여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되,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에 있어 그 공고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 1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10일이라 함은 적어도 10일 이

상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고기간의 연장은 입찰조건, 계약이행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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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확정측량 계약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52,  ’08. 09. 25.

 질 의

토지의 조사·등록 즉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국가가 조

사·측량하여 등록하도록 지적법 제3조에 규정하였고, 

지적측량은 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 지적

측량업자)가 측량하도록 지적법 제32조에 규정 되었으며, 또한 지적측량을 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

하도록 지적법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업(업무)을 지적측량수

행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수행자와 수의계약이 가

능한지

 회 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

우와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의 각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인 바, 

이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당해목적물의 특성, 경쟁할 수 없

는 경우인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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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업체자체 연구개발에 성공한 장비의 계약방법과 분할납품여부

법무지원팀-4224,  2007. 10. 19

 질 의

○○부로부터 비행훈련장비 자체개발 승인을 받고 관련규정에 따라 □□개월

의 개발공정을 거쳐 연구개발에 성공한 비행훈련장비의 납품과정에 △개월의 추

가공정이 필요한 경우 제조구매계약 또는 단순한 구매계약 중 어느 계약방법이 

타당한지? 

제조구매계약이 타당할 경우 총 획득소요 2식(개발 1식, 양산 1식)을 묶어 장기

계속계약으로서 납기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는지?

 회 신 
물품구매(제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방법을 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 성질과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는 것임. “제

조구매”는 발주기관의 사업특성에 맞도록 특별히 작성한 규격에 합치되는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함으로 제조설비를 보유한 업체로 하여금 계약체결 자격을 

부여하는 계약방법이며, 단순한 “구매”는 특수한 기술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

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약방법인 것임.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은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고 해당 각 계약목적물별로 시

기적으로 구분하여 계약함이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각 회계연도 예

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제조구매” 또는 단순한 “구매”(공급)로 계약방법을 결정할 것인지 또

는 “장기계속계약”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과 해당사업의 목적, 성질 및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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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

1. 유찰시 입찰절차는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1840(2007.10.17)

 질 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경우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인지? 

 회 신 
입찰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여부, 또는 

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상

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법무지원팀-3253,  2007. 08. 09.

 질 의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을 집행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및 공사원가계산서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일반관

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

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 기타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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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찰집행을 하는 경

우에는 해당기관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거나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시정요

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3. 견적안내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을 입찰로 볼 것인지 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426(’07.3.13)

 질 의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보증금 납부

는 면제하되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후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 차순위자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아니

면 경쟁입찰의 경우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로 보아 새로운 입찰안내절차를 추진

하여야 하는지? 동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경우이지만 지정정보장치에 의한 공개경

쟁에 의한 경우이므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회 신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의계

약을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한

다고 하여도 이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없는 것임.

또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결정된 계약상

대자가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때 다음 계약상대자를 차상위

자로 결정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계약을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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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가추첨을 포기했을 시 재입찰 참가 가능여부

법무 41301-55283,  2004. 04. 07

 질 의

동일가격 입찰자가 모두 추첨을 포기하여 재입찰에 부친 경우추첨을 포기한 자

도 동일건의 재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지

 회 신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에 따라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하였다 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는 

없는 것임. 

5.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법무지원팀-2239,  2005. 12. 26

 질 의

 계약예규 ‘내역입찰 집행요령’과 관련하여 

1. 제4조제1호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에서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 집계표(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계금액을 의미하는지? 

  - 산출내역서의 전체세부내역에서 누락 또는 오류된 금액까지 정확하게 계산했

을 때의 총계금액인지? 

2. 제4조제2호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에서 각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란? 

- 집계표(각 공종별 공사원가계산서)에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 산출내역서의 전체세부내역에서 누락 또는 오류된 금액까지 정확하게 계산했

을 때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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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의거 시행한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동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단

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한 경우 동 

산출내역서의 유․무효 등 적정성 검토는  계약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현행 ｢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동 집행요령 제4조제1호(현행 동 집행기준 제20조제1호)의 ‘산출내역서상의 총계

금액’과 동조제2호의 ‘각 항목별로 합산한 금액’이란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사 원

가계산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입찰자가 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을 의미한다”할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의 입찰 유․무효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

6. 발주처에 의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법무지원팀-2091,  2005. 12. 12

 질 의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재료비중 사급자재대

는 이윤 아래로 원가 계산되어 있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는 사급자재대를 재

료비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시켜 원가계산서를 작성

하였을 때, 발주처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의 제경비율로 감액변경 가능한지?

 회 신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  계약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현행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

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요령 제5조(현행 동 집행기준 제21조)

에 의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 하는 것

이며, 이 때 계약단가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 명시한 비목의 가격이 

계약단가가 되는 것이며, 동 가격은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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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6호에 따라 작성

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원가계산기준 포함)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기초 자료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원가계산기준 포함)의 단가에 비해 

다르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금액(감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7. 내역입찰에서 산출내역서의 정정에 대하여

법무지원팀-1856,  2005. 11. 23.

 질 의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의 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급자재에 대하여 입찰내역서

에 동 자재비를 기재하여 투찰, 계약 체결된 경우 동 금액의 감액처리가 가능한지?

 회 신 

내역입찰에 있어 낙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바르게 정정하여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균등 배분하는 것인 바, 동 산출내역서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전에 

입찰금액의 증감 없이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에 동 

내역입찰서(산출내역서) 작성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도 계약체결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동 집행요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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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질의(낙찰자 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1607,  '08. 07. 04.

 질 의

1. 당 단지는 위탁관리 아파트로서 청소, 소독용역을 일반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

함에 있어 다음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갑론> 
1. 공고사항 중 선정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최

적업체 선정 후 개별통보하기로 공시하고 

2. 응찰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기준을 최저가업체와 최고가업체를 배제

하고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투찰업체를 선정키로 심의 의결 한 후 미리 접수

한 밀봉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였으므로 

유효하다 

<을론> 
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 제29조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감

독을 실시하되 그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대신하여도 아니된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공고사항 중 업체선정방법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개별 

통보한다는 공시자체가 위규처사임 

  - 관리규약에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낙찰자 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음, 예정가에 근접한 가액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법은 미리 공고사항으로 

명시하지 않음 

 회 신 

조달청은 정부계약 관련법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고시 등)의 해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귀소에서 질의한 공고사항 중 

업체선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아닌 주체가 시행하는 입찰

이므로 우리청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내용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는 바, 이때, 입

찰일시와 장소 및 개찰일시와 장소를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공고한 내용대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한 후 개찰일시와 개찰장소에

서 개찰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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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

법무심사팀-1167,  2005. 03. 28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

물품복수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입찰하였으나 예정가격 대비 최저비율 낙

찰방법이라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탈락되었는바 

＜질의 1＞ 
제품사양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각사 제품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른 기관에 납품한 가격을 기준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질의 3＞
최저비율 낙찰구매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의제기가 가능한 입찰인지 및 

재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 신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

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

는 경우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특정생산품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경쟁입찰에 의함으로써 특정 물품의 독점 수의계약에 의한 고가구매를 

방지하고,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제품의 성능과 기술개

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 바, 유사물품 복수경쟁에 의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각각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며, 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로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

무원이 물품계약 등의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

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의 순으로 결정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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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3에 대하여 :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고, 입찰에 관하여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물

품의 경우에는 2억 1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동 유의서 제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 등 조치

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

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계

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의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이의제기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며 동 유의서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입찰의 무효사유가 없는 자

로서 관련 규정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동 유의서 제16

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야 하는 것임.

10. 나라장터에 미 입력된 사항에 대한 적격심사 관련

법무심사팀-994,  2005. 06. 24

 질 의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입찰 및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

가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등 관련 자료 및 소관단체인 대한건설업협회의 문서

에 의하여서는 ’98.12.05부터 영업을 하여 왔음이 확인되나, 동 협회에서 조달청

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영업기간을 미입력 하였을 경우 영업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

아 부적격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년 이상으로 평가하여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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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 등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

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고조건에서 낙찰자의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할 것과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한 경우라면 낙찰자의 결정 및 심사 자료의 평가는 동 세부기준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동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적격심사자료로 

평가하는 것이며,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조제1항에 의하여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 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관련협회로부터 통

보된 심사 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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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 개 품목을 1건으로 단가 입찰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8,  2006. 01. 02

 질 의

11개 품목에 대한 품목별 단가계약입찰에 있어 입찰공고문에 ‘계약체결시까지 공

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 바, 낙찰자가 11개 품목 중 3개 품목에 대한 공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전체품목에 대하여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8개 품목은 계약체결하고 3개 품목에 대하여만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8개 품목은 계약체결하고 3개 품목은 공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차순위자

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낙찰업체가 전체품목을 낙찰 받고 3개 품목에 대하여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처리 및 제재 가능여부

 회 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목적물

에 대한 단위당 단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수 개의 품목을 1건으로 실시

한 단가입찰(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각 품목에 대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공고 조건) 에서 낙찰자가 일부 품목에 대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 전체 품목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각 품목별로 계약이행을 하여도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

면 동 계약을 해제하여야 만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할 수 없다 할 것

으로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에 낙찰내용(품

목)을 조정하여 계약체결한 것이므로 동 품목에 대한 계약 미체결을 사유로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제재 등은 곤란하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공고시 단일 건으로 입찰을 집행한 취지, 공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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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출한 일부 품목에 대한 우선계약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

야 하는 사항임.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인터넷 질의회신 2011. 07. 14

 질 의

입찰 시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받지 않고 입찰

보증금지급각서로 받아도 되는지의 여부

 회 신 

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

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동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해당

하는 지는 입찰자의 현황,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

하여야 할 것임. 

2. 입찰보증금 연장 관련

인터넷 질의회신 2111. 10. 10

 질 의

발주기관 사유로 계약체결일이 지연되어 입찰보증금 보험기간 내에 계약이 사실

상 어려울 경우 입찰보증금 보험증권을 연장하여야 하는지? 하여야 한다면 비용부

담은 발주기관이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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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 있어 보

증보험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때는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

이며,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발주기관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5조(실비의 산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

을 것임.

3. 건설업면허를 포괄 양수한 법인의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

법무심사팀-960,  2005. 07. 01

 질 의

당사는 2002. 5. 03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면허를 득하여 건설업

을 영위해 오던 법인으로부터 2005. 01. 05에 분할 신설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일반건설업면허를 포괄 양수한 법인입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의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영위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여부?

 회 신 

공사입찰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등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

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공사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5항제2호

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법인으로 분할신설하고 기존 법인의 건설업을 신

설법인에 포괄 양도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건설업자

의 지위승계 및 건설업 양도신고 수리 등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예규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

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분할신설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

여 판단할 사항임.



제2장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95 -

4. 낙찰자가 계약이행불가능시 입찰보증금 귀속여부

인터넷 질의회신 2011. 11. 11

 질 의

실험체(Techspan) 공사를 위하여 일반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자가 결정되

었으나 동 시설물은 특허 등록된 시설물로서 낙찰자가 특허권자의 특허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며 또한 발주처에서 입찰공고 시 특허권에 관

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서 입찰보증금은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는 바 이러한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여부는?

 회 신 

공사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동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참고로, 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특허권사용료 및 기술료 등을 공사원

가에 계상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에 지정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

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경우 동 일반조건 제37조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일

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서상 특허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설계서의 해석대상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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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입찰의 유․무효 

1. 입찰 유·무효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

법무지원팀-2999,  2006. 09. 12

 질 의

세입이 되는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구비와 관련하여 

＜질의 1＞사업자등록증 및 납세번호가 없는 개인의 입찰자격 유무 

＜질의 2＞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입찰의 무효여부 

＜질의 3＞입찰이 무효일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를 질의함

 회 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에 의하

여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에 관한 제14조 내지 제16조는 적용이 배제되며, 다

만,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것인 바, 세입의 원인되는 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

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 

개별입찰에서 당해 입찰공고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은 무효임. 

3. 귀 질의 3에 대하여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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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역입찰의 유무효 및 수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124,  2005. 12. 16

 질 의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서 금액, 총계금액, 공종별집계표상의 합산금액이 총계금

액과 일치하나, 공사단위 세부비목 금액이 착오가 있는 경우로서 동 착오에 의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입찰이 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공사단위별 세부금액의 수정 가능여부

 회 신 

내역입찰에 의한 공사입찰에 있어 산출내역서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제19조에 규정된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고,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

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

과 일치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

의 5이하인 경우는 동 집행기준 제20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발주처가 교부한 물량내역서 및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또한, 내역입찰을 실시한 경우로서 동 집행기준 제20조에 의한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낙찰

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은 동 집행기준 제21조 각항에 규정된 바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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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이 임대물건에 대하여 직접공사를 요청

법무지원팀-3270,  2006. 10. 02

 질 의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필요에 의하여 임대차 물건의 변형을 가져오는 대수선을 시행하려할 

때에 임대인이 대행하여 임대차 물건에 대한 대수선을 직접 집행하고자 할 경우 

그 비용의 지불방법? (공사비가 약 8천만원 소요) 

1) 임대인의 시공서류를 제출받아 승인 후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완료와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 

2) 임대인에게 시설부대경비 형태로 지급 

 회 신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

로 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 발주 및 대가지급방법은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4. 내역입찰의 무효여부 및 수정방법

법무지원팀-806,  2005. 09. 14

 질 의

총액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로서 낙찰자결정통지를 받고 계약준비 중 입찰내역

서에 일부공종(토공사)의 합계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세부비목을 합산한 금액이 불

일치되는 입찰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의한 유효한 

입찰인지 여부

 회 신 

내역입찰에 있어 산출내역서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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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입찰의 집행 제19조에서 규정한 별지1호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합산

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은 동 집행기준 제20조제2호에 의하

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고,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

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

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21조를 준용하여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며,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

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

의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하여 계

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5. 면허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자격을 제한하

지  않은 입찰에서 계약체결 후 그 입찰 및 계약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법무지원팀-3480,  2006. 10. 24

 질 의

관련법에 면허를 받은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입찰에서 면

허를 가진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고조건에 따라 면허 미소

지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입찰계약이 원인 무효인지, 아니면 

관련법에 위반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 신 

경쟁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요건을 갖

춘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공고내용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입찰내용을 정정하거나 또는 취소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경쟁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하

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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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입찰 및 계약의 원인무효 여부는 해당 

구매목적물의 자격요건에 관한 법령, 민법, 사업목적의 범위 및 규모, 계약이행 

여부, 당해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제5절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PQ심사

1. 저가심사시 공종의 선정 및 구분 방법

법무심사팀-155,  2005. 01. 07

 질 의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있어서 공종의 선정은 발주기관이 자체 예정가격조서

(원가계산자료 또는 설계내역 등 포함)상의 공사내역에 따르는지? 

2.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있어서 공종이란? 

  예컨대, 전체 공사에 있어서 부분별 또는 상호 연결되는 기능별 공사로서 구획

이 가능하며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량에 가격을 적용한 일위대가 계산단위

를 말하는지? 

  또한,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터파기, 암반제거, 발파, 기초골조 공사, 간

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단위공정별 

공사금액, 간접노무비, 경비 등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있어서 공종과는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

 회 신 

경쟁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하여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

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종의 선정을 함에 있어서는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에 따르는 것이므로 동 기준에 의한 공종의 선

정에 관하여는 동 심사기준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 입찰에 있어서 공종

의 선정에 관하여는 동 심사기준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

원은 이 동 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정된 공종의 목록과 내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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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당해 발주기관의 세부심사기준 등을 당해공사 현장설명일에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교부한 공종 관련 서류, 세부심사기

준 및 입찰공고 등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 최저가 낙찰대상공사에 대한 공종의 구분은 ｢최저가낙찰

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바, 동 세부기준에 의한 공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구분은 시공의 순서와 독립성, 공종간의 연관성, 공종의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구분하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는 각각 하나의 공종으로 구분하

며, 법정경비,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 부가가치세, 이윤은 적정성심사를 위한 

공종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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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합병시 사전심사기준 적용 기준일

인터넷 질의(’11.06.10)

 질 의

가. ○○ 시설공사 (2등급지명공사, PQ심사 대상공사, 최저가 공사, 〇〇지역가

점공사), PQ마감일 2011년 04월 15일, 현장설명 4월 29일, 개찰일 05월 20일, 

사유서 심사 5월 27일, 계약일자 6월 3일

나. △△ 시설공사 (3등급지명공사, PQ심사 대상공사, 최저가 공사, 인천지역

49% 의무공도도급 대상공사), PQ마감일 2011년 04월 15일, 현장설명 4월 29일, 

개찰일 05월 20일, 사유서 심사 5월 27일, 계약일자 6월 3일

양수자 : A건설 주식회사 (조달청 3등급사, 경기지역 소재)

양도자 : B건설 주식회사 (조달청 2등급사, 인천지역 소재)

질의 1.) ○○ 공사의 경우 B건설회사는 신용평가등급 A0로 PQ심사 서류를 제

출하여 적격판정을 받았으나 입찰일 이전 위 양수자 A건설에 합병되었고 A건설사

는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였다면 PQ심사시 받은 적격판정이 취소, 번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적격을 받았으니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며, 또

한 결격 이라면 어느 시기(현설, 입찰, 계약)까지 A0의 신용등급을 유지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 시설공사의 경우 PQ마감일인 4월 15일에는 인천지역 소재였던 

B건설사가 지역업체로 참여 하여 PQ심사 결과 적격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B

건설사는 개찰일인 5월 20일 이전에 A건설사로 양도가 되어 존속하게 된 법인 A

로 합병이 되었다면(소재지 경기로 변경) PQ적격판정시 지역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되어 결격이 되는 것인지, 또한 그렇다면 현설일, 입찰일, 계약일중 언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3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로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적격자

를 선정하는 절차)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

가자격(PQ심사 적격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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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PQ심사 적격자가 당해 입찰의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에 다른 법인으로 흡

수합병되었거나 양도되어 없어진 경우라면 동 없어진 법인(PQ심사 적격자)은 입

찰에 참가가 불가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는  민.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흡수

합병 및 양도.양수의 법률적 효력(권리.의무의 양도범위 등 그 효력이 미치는 범

위 등) 등을 검토하여 당해 입찰집행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단, 입찰참가자격 그 자체를 국가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의무"로 까지 보는 것

은 곤란시 될 것입니다.

3. 기업의 합병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심사기준에 관한 검토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347(’08.11.03)

 질 의

A업체(합병에 의하여 존속예정인 법인)는 신용평가등급(BBB+)이고, B업체(합병

에 의하여 소멸예정인 법인)는 신용평가등급 없는 경우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

급 평가 이전의 신용평가등급 적용은 흡수합병이므로 합병에 의하여 존속예정인 

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은?

 회 신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합병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심사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낮은 업체의 등급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업체의 정확한 신용평가등급 반영이 

우선목적이며, 아울러 합병이 신용평가등급 상향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임.

2. 따라서 새로운 신용평가등급 획득 시 까지는 등급이 가장 낮은 업체를 기준으

로 심사함으로써 신용평가등급이 실제보다 평가절하 되거나 귀 질의의 경우처

럼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합병업체 스스로 새로운 

신용평가를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104 -

4.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건설업 분할·신설시 경영상태 평가

법무지원팀-3196,  2007. 08. 07

 질 의

당사는 건설업과 조선업을 경업하는 회사로서 2007년 8월 1일자로 인적분할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전담하
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잔존회사)와 건설업 및 조선업 등에 대한 권리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신설회사인 (주)○○중공업으로 분할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및 조선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신설회사
인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주2)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
투자비율” 산정과 ｢적격심사기준｣ [별표2]주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방법”에 관련하여 질의함. 

＜질의 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최

근년도 정기결산서의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분 기술개발투자비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주)○○중공업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은 분할되기 이전의 가장 최근의 법인의 직전연도 정기결산서에 의한 건설부문매
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 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방법 중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
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평가하는 바, 투자를 전담하는 지주회사
(holding company. 잔존회사) 설립을 위하여 건설업(조선업 포함)을 분할하여 신
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설 건설업체의 경영상태평가는 당해연도 정기결산서 작
성 전까지는 최초결산서(개시대차대조표와 동일,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 순이익
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기술개발투자비율,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평가자
료가 없음)로 하는지, 아니면 분할되기 이전의 가장 최근의 법인의 직전년도 정기
결산서로 평가하는지. 

＜질의 다＞
만약, 기술개발투자비율평가 및 경영상태평가를 최초결산서(개시대차대조표와 동

일, 매출액 순이익율, 총자산순이익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산회전율, 기술개발투
자비율,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평가자료가 없음)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건설업(조선업 포함)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
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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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자가 ｢상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

분할․사업양수도 등으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입찰과 관련된 

입찰참가 및 낙찰자의 지위, 평가자료(실적 등)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며,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건설업 분할․신설시 경영상태 등의 평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2200.04-147-23, ’07.7.04)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심사의 기술능력심사에 있어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은  계약예규 ｢
적격심사기준｣ 제5조 관련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주2)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의하는 바, 

이 경우와 같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투

자를 전담하는 지주회사(잔존회사)와 건설업 등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

계한 신설회사로 분할하게 된 경우, 신설회사는 건설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건설부문매출액 및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포함)하였으므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의 당년도 정기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은 분할되기 직전 법인의 가장 최근년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한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귀 질의 “나, 다”에 대하여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2200.04-149-19. ’07.7.4)에 의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같은 예규 [별표] 2 주2) 제3호에 따라 신설회

사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

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토록하고 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으로 

인한 분할 신설의 경우는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가 실제 분할 전 회사의 권리의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으며,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에 악용할 소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회사의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경영상태평가는 분할되기 이전 회사의 가장 최

근년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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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1. 검침용역업무의 적격심사 기준

법무지원팀-308,  2006. 01. 27

 질 의

＜질의 1＞
국가계약법령상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바 검

침용역의 경우 어떠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2＞ 
일반용역의 경우 적격 심사 시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기준점이 되는 100분의 

88(88%)을 상향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3＞
일반용역인 검침용역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4＞
검침용역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 1, 2에 대하여 

용역입찰에서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세부심사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동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나,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검침용역입찰에서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정한 세부심사

기준 및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

이며, 입찰가격의 평점산식 기준점도 상향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

이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동 예규 제6조에 의하여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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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3에 대하여 

용역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또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규격가격분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전문

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다수의 공

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

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2. 전자입찰 관련 적격심사 자료 적용

법무심사팀-904,  2005. 06. 20

 질 의

지하역사 고휘도 유도등 개량공사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고 적격심사는 G2B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하여 부적격통보를 하였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회사 소속직원의 G2B 전자

입찰시스템 입력 실수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G2B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된 자

료를 바로잡고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 재심사는 당초의 자료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잡은 G2B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재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입찰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및 적격심사

를 함에 있어서 적격심사 자료를 동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토록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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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자료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적

격심사자료로 평가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

된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구체적인 경우 심사 자료의 적용은 입찰공고 내용(적격심사세부기준 포함), 적

격심사대상자 및 관련협회에서 제출(등록)한 자료,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별표) 입찰가격평점산정

인터넷 질의

 질 의

예시) 
입찰가격점수(배점)가 20점이고,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였음)이 15억원인 

입찰에서, 입찰참가자들이 제출한 입찰가격이 갑은 11억원, 을은 13억원, 병은 14

억원, 정은 15억원인 경우, 입찰참가자들의 입찰가격점수(평점)는 몇점인지요?(갑

의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0% 미만이고, 을병정 3명의 입찰가격은 예정가격의 

80%이상임) 

의견에 따라서는, 

1) 최저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미만 또는 80%이상에 관계없이 11억원으로 

계산하여 

갑의 평점은 20X(11/12) + [2X(12-11)/(12-9)] = 19.0000이고, 

을의 평점은 20X(11/13) = 16.9231, 

병의 평점은 20X(11/14) = 17.7143, 

정은       20X(11/15) = 14.6667 이라는 의견이 있고, 

2) 최저입찰가격을, 예정가격의 80%미만과 80%이상으로 구분 80% 미만은 11억

원, 80%이상은 13억원으로 계산하여 

갑의 평점은 20X(11/12) + [2X(12-11)/(12-9)] = 19.0000이고, 

을의 평점은 20X(13/13) = 20.0000, 

병의 평점은 20X(13/14) = 18.5714, 

정은       20X(13/15) = 17.3333 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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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

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제안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입찰가격

의 평점은 동 예규 [별표] 주)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르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가격 평점은 갑 19점, 을 16.9231점, 병 15.7143점, 정 

14.6667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개인사업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는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나 영

업장소재지의 제무제표 또는 신인도 자료의 경영상태 인정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23,  2008. 08. 11

 질 의

개인사업자가 입찰공고에서 당해 업종, 종목, 면허가 동일하다면 제출하는 재무

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류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영업장 

소재지가 다르다하더라도 당해 업종, 종목, 면허 등과 관련된 법령에 별도의 제한

이 없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가 제출한 당해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류는 동 

개인사업자의 경영상태 또는 신인도 평가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 신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적격심사서류는 당해 입찰자의 계

약이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 바, 

이 경우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입찰등록시 제출된 

사업자등록증상의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상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자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재무제표 또는 신인도 평가서가 당해 사업자에 대해 

평가한 것이라면,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달리 정한 바 없는 한 당해 입

찰자의 경영상태 또는 신인도 평가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경영상태 또는 신인도 평가자료의 인정여부는 당해 재무제표 또

는 신인도 평가서의 내용, 관련법령 및 동 자료 발급기관의 확인 등 제반상황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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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1. 협상계약에서 배점한도 적용 적법성 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16,  2010. 08. 12

 질 의

"○○ 제조 구매“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지 아니하고 발주처 자체 임의대로 특정항목의 배점한도를 10점을 초과하여 입찰 

공고하여도 적법한지?

 회 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

결기준」제7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항목이 아닌 분야별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의 각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

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술능력 분야의 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각 항목의 배점한도는 동 예

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비고란에 따라 30점을 초과하지 못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발주처의 입찰공고에서 적시한 특정항목의 배점

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관계규정에 부합한 것임

2. 협상계약에서 가격점수 평가

인터넷 질의  (‘11.04.29)

 질 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업무를 추진할 때 유효 복수의 입찰제안서류를 접수

하여 기술능력심사를 하였을 때 1개 업체만 협상적격자로 통과하였을 경우 [배점

기준의 85% 이상 득점자] 이때 그 1개 업체에 대해 가격점수를 평가하여 협상 후 

계약 등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재공고하여야 하는지요?

요약 : 협상적격자가 1개뿐일 경우 가격점수 평가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재공고하여야 하는지요? 그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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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

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2인 이상

의 유효한 입찰로 당해 입찰이 성립되었으나, 동 예규 또는 해당 발주처가 입찰공

고에서 적용하기로 명시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가 1인 뿐인 경우라 하여도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만약, 동 협상결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적격심사시 잘못 입력된 전산자료로 탈락시킬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1956,  2007. 05. 15

 질 의

“○○터널 방재시설 설치공사”의 입찰결과 당사가 적격심사대상 1순위로 선정되

었으나, 전기 · 통신 · 소방 등 3개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전기와 통신공사협

회에서 제출한 자료는 당사의 면허와 동일하나 소방안전협회에서 제출한 서류는 

협회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 숫자를 잘못 입력한 연유로 점수미달로 탈락시키는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 신 

공사 등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

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고조건에서 낙찰자결정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

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낙찰자의 결정 및 심사 자료의 평가는 국가종합전자조달

(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동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적격심사 자료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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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이며,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1항에 의하여 시

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동 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 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 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4. 계약체결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6228  (‘11.12.01) 

 질 의

물품구매입찰에서 참가업체가 입찰공고문상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지만 

별첨의 규격서 파일에서 정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적격심사를 통과하였을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 상기 사유를 근거로 계약체

결의 불가를 공지하고 차순위업체를 적격심사하여 계약체결해도 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물품제조(구매)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상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사항은 물품의 제

조 또는 구매 사양과 관련되는 기술사항을 기재하는 규격서에 명시하는 것 보다

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공고문 본문 

중의 "입찰참가자격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이 경우 별첨 규격서상의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우수단체표준제품표시

(EQ) 인증을 받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시 갖추어야 할 계약조건에  해당

하므로 1순위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을 것이나, 동 입찰자가 납품기한까지 EQ인증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이 확

정적이고 동 입찰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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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38,  2005. 08. 08

 질 의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3개사가 참여하

여 그 중 동 평가에서 적격인 2개사를 선정한 후 동 업체를 상대로 국가계약법령

에 의한 지명경쟁입찰(가격개찰)을 실시하였으나 1차 및 2차(재공고)공고에도 불구

하고 1개사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이 된 바,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회 신 

용역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해야 함.

6.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방법

법무지원팀-52,  2005. 07. 11

 질 의

공사계약의 이행 중 동 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 ‘나’목에 의거 1차 수의계약을 당초의 △△공사

계약의 낙찰율(94.78%) 이하인 91.4%로 하였고, 이후 같은 사유로 2차 수의계약

을 하게 되는 경우 2차계약시 적용하여야 할 낙찰율은 당초 △△공사 계약 체결시

의 낙찰율(94.78%) 이하인지 아니면 1차수의계약시 적용되었던 낙찰율(91.4%) 이

하인지요?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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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이하로 하여

야 하는 것인 바,

1차공사라 함은 당해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 귀 질의의 경우 금차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 전차공사가 당초 공사인 ‘○○대로 

개설공사’라면 동 공사의 낙찰율인 94.78% 이하로 하여야 할 것임.

계약실적의 인정

1. 용역입찰시 이행실적 규제

법무지원팀-816,  2005. 09. 09

 질 의

신규업체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 용역계약을 수행

할 능력과 자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등으로 제한하여 진입(입찰)자체를 불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규정이며, 소규모 용역까지도 

굳이 실적으로 제한한다면 신규 업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인 바,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회 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

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내지 제2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입찰참가자의 자

격을 공사(제조)실적, 용역수행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바, 이

는 특정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당해 계약목적물과 동일(유사)한 계약내용의 실제 수행경험이 있는 자

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이 용역입찰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5호에 의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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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

목적물의 성질, 규모, 계약이행의 난이도, 경쟁성립의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 고

려하여 제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의 소규모 용역

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 또는 수량인지가 불분명하나 당해 계약목적물 

계약이행과 관련한 관련법령상의 자격요건 등이 구비되면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소액(수량, 금액)의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집행함이 바람직할 것임.

2. 입찰참가자격 유무효 및 실적인정 범위

법무지원팀-2447, 2007-6-18

 질 의

감리전문과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 건축사사무소를 인

수·합병하여 회사명과 주소지 등을 2007.5.4.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건축사협회에는 2007.5.9. 변동된 등기내용(인수·합병, 회사명 등)을 신고하여 

건축사 업무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관할관청에는 2007.5.9. 변경신고하여 

2007.5.17. 변경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2007.5.15일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이 공고된 경우 참고로, 감리용역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일은 공고일

로 함 

＜질의1, 2＞ 
입찰참가자격은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사항을 변경(상호, 주소지 등)한 날, 즉 법

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07.5.4)이 공고일 이전이므로 유효한지, 아니면 관할관청

으로부터 변경통보 받은 날(’07.5.17)이 공고일 이후이므로 무효인지 여부. 

＜질의 3＞ 
법인을 입수․합병한 경우 실적합산 인정은 합병일(2007.5.4)인지 아니면 관할

관청 변경수리일(2007.5.17)인지.

 회 신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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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용역의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판단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

가등록마감일)이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

는 법인의 명칭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것인 바, 

변경등기의 효력은 그 변경의 신청에 따른 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때를 기

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

적으로 승계(실적인정 포함)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포괄적 양도양

수 또는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3. 실적제한 입찰에 있어서 공사실적 인정 여부 

법무지원팀-1316, 2005-10-20 

 질 의

실적제한 입찰에서 

1 : 과거 공사실적업체가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려는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과거 공사실적이 있더라도 

실적제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업체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제6항

제1호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으로 실적제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 질의 1, 2의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4 : 발주처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잘못 적용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을 시 입찰 

및 공사계약의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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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 등록자이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다고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

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시공하였

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공사

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성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3, 4에 대하여＞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유․무효 판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

조 및 당해 입찰공고 조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전문건

설업 면허에 대한 유권해석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현 국토

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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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적제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여부

법무지원팀-1054, 2007-03-19

 질 의

“□□항 북컨테이너터미널(2-1단계) 전력중앙감시제작설비 제조·구매”건의 실적

제한(총액, 적격심사)입찰에 있어 실적인정범위를 질의함 

- 공고 내용(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전력중앙감 시제어설

비 전문제작 중소기업자로서 전력중앙감시제어설비 제조, 납 품실적이 단일건으

로 661백만원 이상인 업체 

- 발주처 의견 

1개사업에 대하여 3개사에 분할배정된 단체수의계약건은 입찰공고 서에 명시한 

“적격심사적용기준”에 명시된 ‘단일계약하여 제작 납품 한 실적’으로 볼 수 없

음. 

- 당사 의견 

입찰시 제출한 실적인정증명서상 구매대상물품의 실적은 공동이행방 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 는 시공실적으로 △△

공사가 인정한 사항으로 참가자격실적제한금액 을 초과하며, “적격심사적용기

준”은 입찰참가자격요건과는 별개임.

 회 신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실적

의 인정 여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

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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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허 취득과 납품실적 인정여부

법무심사팀-772,  2005. 02. 28

 질 의

전기공사가 포함된 설치도조건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수행중 

전기공사업등록이 소멸되었으나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1. 다른 건의 물품구매입찰(전기공사가 포함된 설치도조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전기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로서 제품의 설치, 시운전 및 준공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현재 전기공사업면허가 없음에도 동등 이상의 납품실적을 인정받

을 수 있는지 

2. 다른 전기공사업 면허보유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납품실적합산이 가능

한지 

3. 물품구매적격심사시 물품구매계약(시운전 조건)과 관련하여 기 수행한 전기공사

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실적을 전기공사협회와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공사실적으

로 신고한 경우 물품납품 시운전실적도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면허․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

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동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공사․제조․

구매 또는 설치 등의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또는 동 실적으로 동 시행령 제42조

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만이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자격요건

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이행한 실적(관련 면허․등록 등이 반납 또는 취소되기 전

에 이미 착수하여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이 상실되고도 계속 수행한 과거의 

이행실적 등을 포함)은 그 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요구한 입찰에 있어서는 

이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적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입찰공

고내용, 면허․등록사항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의 규정, 발급기관이 확인한 실적증

명서의 내용 및 계약 목적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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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금 취득 전의 실적인정 여부

법무지원팀-1932,  2005. 12. 05

 질 의

1.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군 청사를 활용하여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하

여 동 박물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의 학술용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거 특정인과 수의

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한지와 이미 체결된 계약의 효력 여부 

2. 동 박물관 건립의 건축설계경기와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를 함에 있어 입찰

참가 자격요건으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

는 법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 전문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기관에서 시행한 전시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마목) 단일 

건 3천만원 이상의 설계실적 또는 3억원 이상의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한 실

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입찰자가 실내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를 하기 전에 국가기관 등에 제작, 설치한 실적이 공고

상에서 요구한 실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적제한 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수의계약은 계약목적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 또는 각목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계약목적물이 동 시행령상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목적, 계약목적물의 특성, 경쟁성립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

할 사항이며 이러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과정

에 원인무효인 사유가 있어 당해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할 것임.

또한, 경쟁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을 보유한 자로 제한한 경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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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과 같은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하려는 사업

과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

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실적을 의미하는 것인 바, 

입찰공고시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있는 법

인으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관할청에 신고를 필한 디자인 

전문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

관에서 시행한 전시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5호 마목) 단일 건 3천만원 이

상의 설계실적 또는 3억원 이상의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실적이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신고 등을 필한 후의 

제작, 설치 실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 면허, 신고 등을 필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의 실적도 인정할 것 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에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신고 등을 필한 후의 실적을 요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임.

7. 공동수급 시 용역실적 인정에 대하여

 질 의

백과사전 편찬을 위한 번역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입찰참

가자격을 최근 2년간 국가기관 번역관련 단일 프로젝트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

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가 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다면 이 경우 

실적인정방법과 제안서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하인 입찰참가자는 당해 입찰과 관

련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지?

 회 신 

협상에 의한 용역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가 제출한 용역실적의 인정여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

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분담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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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적증명의 발급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별 실제이행 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이행

한 부분으로 분리․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 전체를 공동수급체 구

성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의 자

격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및 개별법령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검토, 재평

가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할 것임.

8.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준공의 기준일에 대하여 

법무심사팀-546,  2005. 02. 17

 질 의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제적부 전산화 작업 사업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 경우 준공계 접수일자(납품일)와 준공검사일자(납품검사일)

중 어느 일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한 “실적”이란 1건의 공사․제조․납품․용역실적에 해당

되는 금액 또는 규모를 말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준

공 또는 납품기한내에 준공신고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준공 또는 

납품 등의 검사에 합격된 공사․제조․납품․용역인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준공

신고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제조․납품․용

역의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국가기관이 시행하

는 입찰에서 동법동조동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

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실적(공사․제조․납품․용역)의 인정여

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임.



제2장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123 -

9. 계열사간 실적승계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6934, 2009-12-28

 질 의

○○를 인적 분할하여 유통사업부문은 □□와 제작사업부문은 △△와 합병하고 

○○은 청산하기로 한 경우 ○○의 유통사업부문에서 수행하던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이행에 의한 사업실적이 ○○의 유통사업부문을 포괄

적으로 승계를 받아 합병한 □□로 승계되는지? 

< 분할합병계약서 > 
제☆조(유통사업부문 및 권리의무의 승계) 분할합병기일 현재 ○○의 유통사업

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는 □□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회 신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

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된 법인에 포괄

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상대자

의 지위가 승계(실적인정 포함)된다고 봄. 따라서 이 경우 분할합병계약서에 포괄

적으로 승계된다고 규정된 경우라면 분할합병전의 법인의 사업실적도 사업양수도

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사업실적의 승계여부

는 사업양수도의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여부,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처

리할 사항임.

10.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인정 여부 

인터넷질의 2005-02-14 

 질 의

A법인이 2004. 12. 31자로 선박제조회사인 B법인이 보유한 대지, 건축물, 기계

설비 및 제조설비, 기타 일체를 포괄 양수한 경우 포괄양도자인 B법인이 보유한 

선박건조실적을 승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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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계약에서 어느 법인이 ｢상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다른 법인의 권

리․의무와 보유재산(공장건축물 및 설비 등 유체재산 및 무체재산) 등 일체의 사

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에는 그 포괄양수자는 포괄양도자가 보유한 실적도 포괄하

여 승계한다 할 것임.  

11. 하도급 실적의 인정여부
법무심사팀-598,  2005. 05. 31

 질 의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시설물관리용역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설물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정부기관의 실적제한 입찰에서 당해 용역수행부

분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신 

시설물관리용역 등의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이라 함

은 현재 발주하려는 용역의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

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용역수행실적을 말하는 바, 

이 경우 용역실적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실적 뿐 아니라 그 

외의 기타 공공기관 또는 민간 및 해외용역실적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실

적증명은 발주한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임.

다만, 구체적인 경우 하도급 용역수행실적의 인정여부는 관련 법령, 입찰공고내

용, 당해 용역의 특성, 하도급계약의 승인여부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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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업체 시공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

정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1248,  2005. 10. 13

 질 의

실적제한 입찰에 의한 수문 제작 ․설치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업체에서 시공한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 함은 현재 발주 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

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적증명서 발급처가 확인한 

실적증명서상의 실적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

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당해 건설현장에서의 적용성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전문공사를 시

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방법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1호에 의하여 당해 부분의 건설공사실

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실적에 합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입찰공고 내용, 공사의 특성, 실적증명서, 공사실

적의 제한취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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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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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약관리 

제1절 계약체결

계약보증금

1.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인터넷 질의 2011. 01. 21

 질 의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납부관련

 회 신 

국가기관이 물품구매를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

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

조제2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을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이상

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당초 매회별 이행예정량을 최대량(15,000개)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징구한 후, 

계약이행중 최대량을 초과하여 일시에 100,000개를 납품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

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의 성격으로 보아 총액에 대한 계약보증금(100,000개×계

약단가×10%)을 감한 금액을 추가 계약보증금으로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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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계약시 계약보증금

인터넷 질의 2011. 01. 10

 질 의

물품구매계약의 변경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지난 

2007년도에 ’10. 12. 30. 납기로 계약체결한 건에 대하여 ’11. 12. 30.으로 납기변경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당초에 받은 계약이행증권의 기간을 연장(증권배

서)하는 방법 이외에, 당초 계약이행증권과 별도로 또하나의 계약이행증권(보증금액

은 계약금액의 10%이며, 보증기간은 변경계약일로부터 변경납기까지)을 제출하는 

방법도 유효한지

 회 신 

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

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이

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

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나’

목에 따라 계약보증금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을 보증기간의 만료일

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이어야 하는 것임.

3. 정부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인터넷 질의 2011. 05.02

 질 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2008.3.) 하였고, 2011.4. 하자보수보증금 원

금과 보관금이자(연0.5% 적용)를 반환 받았습니다. 상기 건 이전에 반환 받은 보

관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은 동 발주처 및 타 기관으로부 연2%의 이자율율 적용하

여 반환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이자율 적용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관금의 이자율 

적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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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

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제51조 및 

제52조에 의한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할 때에는 제53조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수납 받은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을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동 

취급규칙 제6조에 의하여 납부자별로 계산․관리 및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50조 및 제

62조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

적이 달성된 때에는 제63조제1항 및 동 취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보

관금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보관금 및 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임.

4. 장기계속공사 연차준공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

인터넷 질의 2010. 12. 01

 질 의

국가계약 내용 중 일부는 해지/ 일부는 이행되었을 경우 해지된 부분에 대한 계

약보증금 징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 계약금액 : 1,000만원 

- 계약 미이행(100만원) : 계약 해지 

  - 계약 이행(900만원) : 납품 대가 지급 계약 금액(1,000만원)의 10%인 100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실제 계약이 미이행된 

100만 원의 10%인 10만원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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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물품제조․구매계약에서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

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계약상

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일부 품목을 

분할납품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에는 동 예규 제8조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국고

에 귀속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납부된 당해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하여야 

하는 것임.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084,  2005. 12. 14

 질 의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와 발주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연대보증인이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

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연대보증인과 합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계약담당공

무원의 승인을 받아 연대보증인의 변경이 가능함. 다만,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변

경은 당해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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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이행 보증방법 변경
회계제도과-114, 2010. 01.18

 질 의

계약상대자가 “원활한 공사진행 및 하자관리”를 위해 수요기관에 연대보증사 입

보를 건의하고, 수요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당해 공사대금채권 압류로 인

해 계약자의 공사포기 등 원활한 공사이행을 저해하는 상황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 연대보증인의 입보가 가능한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는 공사이행보증방법

과 그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바, 동 조제2항은 공사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1회

에 한하여 동 조제1항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공사이행보증 변경과 관련하여 동 조제1항제2호 “연대보증인을 세우

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0/100이상 납부하는 방법”에 “연대보증인

을 입보하는 방법”을 추가하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동 조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임.

공사손해보험

1. 복합공사 손해보험 가입 범위

법무지원팀-1670,  2007. 04. 23

 질 의

국도 건설공사에서 터널공사 2Km 도로공사 3Km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 공사손

해보험 가입은 터널공종 부분만 가입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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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

칙 제23조제1항제10호에 의하여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하여 손해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

입해야 할 계약목적물은 터널건설공사임.

2. 공사비 증액시 건설공사 손해보험 추가 부보여부

법무지원팀-484,  2005. 08. 17

 질 의

의무적 공사손해보험 대상공사에 해당되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당해 공

사의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계약금액도 증액이 되어 추가부보를 하여야 하나 공사기

간 중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에서 정부투자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절감 등의 사

유로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 

＜질의 1＞ 
이 경우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에 따라 추가되는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지급받을 수 없다면 이 경우에도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추가적으로 손해보험을 

부보 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

항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에 있어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계약담

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5조제4항【현행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제57조제4항】에 의

거 계약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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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순계약금액이 증가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보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현행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 제73조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발

주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증가된 순계약금액 또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추가 담보함에 소요되는 손해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증가된 순계약금액 또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추가 

담보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요령(현행 동 집행기준) 제4조 단서에 의거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을 것임.

3.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손해보험 가

입이 가능한지

법무심사-844,  2004. 11. 02

 질 의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는 아니

나 시공상 지하매설물 등의 중요성 등으로 공사손해보험가입이 필수불가결한 상황

인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계약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
3조에 의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지와 가입시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

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현행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
11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제56조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

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동 요령 제8조(현행 집행기준 

제60조)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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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공사에 대하여도 특별히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가입하게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특성과 공사시공 중의 위

험 및 손해발생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한편, 계약상대자가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보험에 임의로 가

입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당초 계약체결시 보험에 가

입하지 않았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 이행중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로 보

험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관련 보험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

조 및 ｢실비산정기준｣【현행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4. 공사손해보험료 정산방법

법무지원팀-2089,  2007. 05. 23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제3항 및  계

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6항에 의하면 “ …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걸하

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발주기

관에서는 당해 계약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이 실제 납입한 공사손해보험료만 기성

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실제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계약서상

의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공사손해보험료를 발주처에 청구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1항 및  계약예규 ｢정
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제6항 및  계약예

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

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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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인 바,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동 보험가입범위에 충족되게 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상의 공사손해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에 차액

이 발생 되었다 하여 이를 감액할 수 없는 것으로 산출내역서상에 기재된 공사손

해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임. 

제2절  감독 및 인수

감독, 검사 및 검수

1. 용역업무 배치인력 운용

법무지원팀-851,  2005. 08. 26

 질 의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한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용역 계

약에 있어서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운영요원의 자격요건을 당초 보다 상위 기술자

를 투입·운영(단, 인원일부 감소)함으로써 고품질 유지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의 계약내용의 위배여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계약예규 ｢적격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용역과

업을 수행할 책임기술자 및 해당분야별 기술자를 당초 공고조건에 반영된 적격심

사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이거나 동등 이상의 기술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변경 기술자의 기준 및 배치인원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용역 관련 법규 및 당해 계약조건 등의 

검토를 통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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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관 지정시기

인터넷 질의  (‘11.12.01)

 질 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검사) 의하여 검사(수)관 지정은 계약의 이행을 완료

된 후에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 이후 계약 이행 중에도 지정 하

여도 무방한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에 의하여 검사는 계

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는 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검사업무를 수행할 

검사공무원의 그 지정(임명 등)시기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

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시기에 지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미리 지정(임명 등)하여도 될 것입니다. 

3. 외산 사급자재(철근) 공급원 승인

법무심사팀-113,  2005. 04. 29

 질 의

본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사급자재인 철근을 수입품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발주

기관에서 품질관리 및 납품실적 미비로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바, 품질관리를 국

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품질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공급원 승인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국내 공공공사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공사 납품실적으로 대체하여 

납품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

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예규 제12조에 의하여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고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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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2조에 의한 공사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

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

는 것이며, 동 공사자재에 대한 검사기관 및 방법 등은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하되,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자재를 수

입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의 여부 및 검사는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4. 관급자재 관리 한계

인터넷질의  (‘11.12.04)

 질 의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이하 발주처라 함)과의 연간단가계약을 

2010.6월경에 체결하여 발주처의 산하기관에서 2010.1월부터 적용 중이던 규격으

로 검사·검수를 거쳐 2010.7월에 납품을 완료하여 동 제품을 2010.8월 이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납품이후 새로이 변경된 규격을 적용하다보

니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며 응분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바, 기납품분에 대한 변경

규격의 적용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계약법에 저촉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

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3조에 따라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에 맞는 물

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계약규격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당초 계약된 규격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문서인 규격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수량에 대하여는 납품 이후 발주처 사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계약상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국가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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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및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계약담

당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5. 특정제품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법무지원팀-1373,  2005. 10. 21

 질 의

특수시설에 소요되는 마감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당해 설계의도 및 목적에 부

합할 수 있도록 특정 제품명을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지와 불가하다면 그 

근거는?

 회 신 

설계용역계약의 이행은  계약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현행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4조에 규정한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시에 설계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 제품을 설계서

에 명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설계용역 대상공사의 특성 및 당해 설계관련 법령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표준품의 자재로도 시공

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정 자재를 지정하여 설계에 반영함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

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 공종의 설계 기준 및 시공자재의 제반기준(규

격, 품질, 성능 및 효율등)에 비추어 특정 규격의 제품이 아니고는 계약목적 달성

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규격의 제품을 설계서에 명

기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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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성대가 지급시의 약식기성검사 기준

법무지원팀-1617,  2005. 11. 09

 질 의

기업의 자금난완화 등을 위한 회계통첩(’98.4.2 회계 41301-372)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3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는 적어

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이하 

“약식기성검사”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약식기성검사는 아래와 같은 절

차로 시행하되, 단,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서 기성검사 3회의 적용기준이 공사시행기간 기준인지 아니면 기성회수 신청기준

인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제8항에 

따라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지급시의 검사는 공

사감독관의 검사(약식기성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기성검사 3회마다 1회

는 정식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공사착공 후 3회째 기성검사를 하는 때에는 

정식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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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리원(공사감독관)이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한 제품을 턴기공사

의 자재로 사용가능여부 등

법무지원팀-2667,  2007. 07. 02

 질 의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물품을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에게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신청서 작성제출 시 복수 승인한 

것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을 구하는 발주처의 답변서 

부본 송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발주처 답변․회신 요약＞

시공사의 요청으로 계약서와 현장설명서에 명시된 A사 자동절환스위치(CTTS)를 

감리사가 B사제품도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하여 공급 가능케하자 시공사의 하수

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에 탈락한 질의자로부터 발주처에 감리원(공사감독관)의 

복수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시정조치가 접수되어, 질의자도 참석한 기술자문회의 결

과 동등이상품으로 판단 처리함을 통보함. 

＜질의사항＞

1) 발주기관의 설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와 일괄입찰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

한 설계(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설계서에 명기된 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감리원(공

사감독관)이 동등이상으로 복수 승인한 제품으로의 사용가능여부 

3) 감리원이 복수로 승인한 자재의 사용전 검사시 합격으로의 처리 가능여부 

4)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에 위반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

는 시공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 신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품질, 규격 등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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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서에 명시된 특정제품에 대하여 당초 설계서와 동등 이

상의 규격․품질․성능인 제품으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인지 여부 및 승인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에 부합 여부, 

당초 입찰공고조건, 규격․품질․성능의 제반내용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제

6호에 의거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함. 

귀 질의 다)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를 완성하여 검사를 할 때 계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의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

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계약위반 및 부당의 판단은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8. 책임감리현장에서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여부 

및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책임소재

법무지원팀-3815,  2006. 11. 21

 질 의

○○청 수요 “□□~△△간 ☆☆확포장공사”의 책임감리현장에서  계약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시 감리전문회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으로의 인정

여부와 감리업무 수행시 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주처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책임소재는?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계약예규 ｢공
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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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서 검사를 위하여 

준공신고서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제1항

에 의하여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보는 것이며,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함.

납품 및 준공

1. KS 인증기준

법무지원팀-3182,  2006. 09. 25

 질 의

일부 입찰자가 저가로 낙찰 받아, KS제품은 납품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비KS제품만 납품하여 수금하고 KS제품은 계약을 포기하여 부정당업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함.

질의 1) 관공서에서 입찰시 물품의 규격에 KS제품이 명시되었을 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KS인가업체의 제품이어야 하는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물품 납품일까지 KS인증서를 획득한 업체의 제품이어야 하는지?

 회 신 

물품구매계약에서 물품은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물

품의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규격에 KS제품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검사시에 KS제품으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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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서 접수일자 판단기준
법무지원팀-4340,  2006. 12. 28

 질 의

○○센터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기한인 ’06.11.27까지 납품완료하고 

관련공문과 서류를 ’06.11.27. 17:00경에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제출하였으나, 

○○센터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납품기한인 ’06.11.27까지 납품완료하고 

관련공문과 서류를 ’06.11.27. 17:00경에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제출하였으나,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

야 하며, 

공문서는 ｢사무관리규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문서의 접수일자는 처리과에 동 문서가 접수된 날로 보

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법무지원팀-634,  2005. 09. 01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01자로 공사완료 통보를 받았다면 준공검

사 기간이 9.14인지 9.15까지인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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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준공검사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받

은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를 하여야 하는 바, 기간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관련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민법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삽입하지 않음.

4. 납품은 하였으나 발주처가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준공에 대하여

법무지원팀-1980,  2005. 12. 08

 질 의

계약목적물 인수 
○○청에서 발주한 “무선중계기 1식” 계약에 있어 납품 인수도를 위한 국가공

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목적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로서 

＜질의 1＞
당해 계약조건에 정한대로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 및 검사결과를 수요기

관이 임의(상급기관의 지시)로 시험 및 검사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 2＞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는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계약목적물이 

인수 또는 납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시행한 시험 및 검사결과가 적합한 계약목적물을 인수하

지 않고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현행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납품하고,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받아

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계약물품의 시험 및 검사를 국가공인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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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라면 동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

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

화법 제3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에 정한대로 시험 및 검사를 마쳤음

에도 발주기관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403조의 채권자 지체가 발생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 납품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서, 규

격서, 계약이행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3에 대하여 :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동 예규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 및 검사결과가 적합한 계

약목적물인 경우라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

는 동 예규 제31조제1항에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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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품 후 사용규격 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6231 (‘11.12.01)

 질 의 

소규모 제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이하 발주처라 함)과의 연간단가계약을 

2010.6월경에 체결하여 발주처의 산하기관에서 2010.1월부터 적용 중이던 규격으

로 검사·검수를 거쳐 2010.7월에 납품을 완료하여 동 제품을 2010.8월 이후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는 납품이후 새로이 변경된 규격을 적용하다보

니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며 응분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바, 기납품분에 대한 변경

규격의 적용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계약법에 저촉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물

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3조에 따라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에 맞는 물

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계약규격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고자 하는 경우

에는 당초 계약된 규격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문서인 규격서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의 납품을 

완료한 수량에 대하여는 납품 이후 발주처 사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계약상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및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계약담

당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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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 지점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와 그 방법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58,  ’08. 09. 08

 질 의

하나의 법인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얻어 본점과 

지점의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점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의 

당사자를 본점에서 지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

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지점은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및 위 공공기관을 상대

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회 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법인과 체결한 계약

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법인의 본점이 아니라 법인 그 자체이므로 이 경우 계약상

대자를 법인의 본점에서 동 지점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당해 계약의 이행은 계약상대자인 법인 자체가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폐

기물중간처리업체로 허가받은 법인의 용역계약의 내용이 본 처리시설(장소)에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동 계약조건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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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금급 및 대가지급

선금급

1. 물품구매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319(’07.02.21)

 질 의

“탑승교 설계, 제작, 현장설치 및 시운전 ”까지 포함된 제조 물품을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가 입찰참여 가능하도록 구매입찰 공고하였으나, 제조업체가 낙찰되

어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선금을 지급 할 수 있는지

 회 신 

계약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게약에 있

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참가시 국

내공항탑승교 제작설치실적을 요구하였고, 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물품제조

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

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고려할 때 물

품제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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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설치계약의 선금지급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73,  ’08. 09. 09

 질 의

일반적인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하는 반면에 ○○개 

지방경찰청 수요 무인교통감시장치(CCTV) 설치구매의 본 계약에서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2년과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요구하였고, 

입찰참가자격에 동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제한하였지만, 국가공인기관 기술검사

(과속, 신호위반 등 다기능 모두 취득) 및 2006년도 시행된 신규번호판 특별 기술

검사 합격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즉 동 물품구매계약의 검사합격에는 공급업체도 합격하지만 실제로는 제조

업체가 거의 합격하는 실정이며, 계약이행내용의 일부가 공사인 등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식이 물품구매라는 사유로 선금지급이 불가한 것인지?

 회 신 

계약에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 제9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

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

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참가시 공

사업면허를 요구하였고, 실제 계약내용 중 일부분이 공사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

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

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구체적인 경우 선금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선금지급은 발주기관의 예산

상황, 계약내용, 관계규정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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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성금 지급후 선금지급 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2011. 11. 07

 질 의

시설(토목)공사 발주를 2011. 5월에 당초 800,000,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

다. 선금신청이 있어 200,000,000원을 5.29일에 선금지급하였고, 2011.9.21일에 

기성이 있어 일부 선금 정산을 하고 기성금을 82,03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구간에 수해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11.11.5일 계약금액이 

2,3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선금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데, 지급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3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동조제2항 각 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급을 지급하되,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동조제

3항에 따라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

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 



제3장 계약관리

- 153 -

4. 선금지급보증서 미제출시 선금잔액 공제
인터넷 질의 2011. 10. 20

 질 의

폐사는 하청 시공받아 공사중인 업체입니다. 선급금보증서를 제출하지않고 각공

종별로 선급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현시점 공정율(40% 진행된상태) 현재까지 기성

율로 선급금을 공제하였으나 2월 ․ 3월 기성금을 확정한 후 선급금보증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선급급 잔액 전액을 일시에 공제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희 

업체에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2월분, 3월분 기성을 확정후 선급금 잔액에 

대해 선급금을 지급하여준다 하였으나 저희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함. 법적으로 공사진행중 선급금을 전액공제가 가능한지

 
 회 신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 있어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3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7조제2항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금의 정산은 동 집행기준 제36조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

가상당액／계약금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준공대가 지급시까지는 모두 

정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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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금급 반환
법무지원팀-665,  2007. 02. 15

 질 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06.2.13)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속적인 

민원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중지(’06.7.14)와 선금급 반환요청이 있어 질의합

니다. 

1. 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민원에 의한 공

사중지)가 발생하였을 때 

- 공사중지 기간에도 선금급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고이월시에도 선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하도업체에 이미 지급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현재 하도급업체가 일시불 반환능

력이 불가할 경우 선금이행증권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

약 집행기준｣ 제3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기간

이라도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
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고이월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선금지급액을 당해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증명된 경우라면 선금

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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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금잔액 반환에 대한 약정이자 적용이율
회계제도과-1888, 2009.11.19

 질 의

<질의 1>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산출시 적용

이율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2항과  계약예

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4조제5항의“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에서 사유발생시점이 동일시점을 의미하는지? 

<질의 2> 

동일시점을 의미한다면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산출시 적용이율은 채

권확보시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산출 이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채권확

보시 한국은행통계월보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는지? 

<질의 3> 

동일시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산출시 이율 

(한국은행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적용시점은?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

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7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

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반환의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약정이자상당액을 가

산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약정이자상당액이란 동 예규 제34조제2항의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의

미하는 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제5항의 약정이자상당액과 동일

한 의미(적용이율 및 사유발생시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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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금정산 가능여부(1)
인터넷 질의 2011. 02. 07

 질 의

당 현장은 장기계속비 공사현장으로 2011.01.10에 2차공사 계약을 체결, 선금은 

1.20에 청구하여 1.27에 수령예정. 예를 들어 3월에 기성청구시에 선금을 정산할 

경우 1월에 들어온 자재에 대해서 선금 정산이 가능한지 발주처는 선금청구가 

1.20에 청구를 하였으니 1월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선금정산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회 신 

공사․물품제조․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선금을 계

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금이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조제2항에 의

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바, 발주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선금지급이 지연되어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하여 인건비 지급이나, 자재확보 사실 등이 증명

된 경우라면 사후에 지급된 선금으로 동 비용의 충당이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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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금정산 가능여부(2)

인터넷 질의 2011. 02. 21

 질 의

 계약기간 : ’10. 5.18.~’10.12.15. 

 진행사항 

가. ’10. 5.25. : 업체요청 의해 선급금(2억원) 지급 

나. ’10.12.15. : 납기내 납품 지연 

다. ’10.12.29. : 사고이월로 인한 선금 및 이자 반환 요청

                (해군 업체) 

라. ’10.12.30. : 업체 자금사정으로 인해 선금 반환 불가 통보 ’11.1.7.까지 해당

사안 처리 약속 및 업체 귀책사유로 발생 하는 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함 

마. ’11. 1.27. : 최종 검수 통과, 납품 완료 납기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및 미반

환된 선금에 대한 이자를 가산여부에 대한 질의

 회 신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등) 제34조 규정에 의거 채권확보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제출하게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

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

는 약정이자상당액(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

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과 그 잔액에 대한 동 규정에 의한 약정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반환청구는 동 기준 제37조 각항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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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

1. 연간단가물품의 납품(’04)후 대금청구(’06) 가능여부

법무지원팀-3467,  2006. 10. 20

 질 의

☆☆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에 납품하는 물품을 납기내에 납품(인

수증과 성적서로 검사, 검수가 이루어짐) 하였으나 당해년도(’04.) 대가지급 청구

누락분을 ’06년도에 청구해도 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

는 동 예규 제22조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납품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한 경우라면 대가지급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

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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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수물품을 동시에 매각하는 입찰에서 낙찰물품의 대금납부 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65,  ’08. 11. 18

 질 의

강제 집행되는 물품의 공매를 대행하는 “○○공단 유통사업단“의 전자입찰 입찰

자 유의사항 및 동의서약에 공매번호단위로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또 낙찰자의 

결정도 공매번호별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낙찰자의 계약이행사항에는 공고에

서정한 기일 내에 낙찰금액 전액을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위 발주처의 입찰에 단위 공매번호 6개에 응찰하여 낙찰이 되지 아니한 

2건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았고, 낙찰된 4건의 입찰보증금을 뺀 나머지 

잔금 중 준비가 된 2건만이라도 계약하고자 해당금액을 납부하겠다고 발주처에 통

보하고 송금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전산시스템이 낙찰된 품목 모두의 잔금을 납부해야만 처리되는 

일괄납부방식으로 구축되어 있어 기일 내에 송금을 못하자 4건의 낙찰취소의 결정

과 함께 부정당업자제재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당초에 

낙찰된 4건중 2건에 대하여 잔금입금 권리가 회복되어 물건을 출고할 수 없는지? 

 회 신 

세입의 원인이 되는 다수의 물품을 동시에 매각하는 입찰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물품별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물품별로 응찰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경우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낙찰자 선정,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다수의 물품 중 낙찰된 물품대가의 선납,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귀속여부 등도 동일한 방식인 각 물품별로 하는 것

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 낙찰자의 선

정, 다수의 물품 중 낙찰된 물품대가의 선납과 입찰보증금의 귀속여부 등은 해당 

입찰공고내용 및 관계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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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감리의 기성대가 지급

규제개혁법무담당관-1608,  ’08. 07. 04

 질 의

○○하천정화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전체분 중 4차분(2008년도) 계약을 발주

처와 구두 협의하여 1월부터 감리를 투입하였고, 2월초에 감리발주 설계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서류접수가 지연되어 접수일 이전 선감리 

이행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회 신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차수별

로 체결한 계약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0조에 따라 계

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차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

여금 용역이행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감리의 이행을 요구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라 수행

하였다면 선감리의 기성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선감리가 해당 차수계약에서 이행하여야 할 것이

라면 해당 차수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의

한 절차에 따라 기성대가를 청구 및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우선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신청 가능여부

한석영월 제05-052호,  2005. 03. 15 

 질 의

당초 일반발파공법(크롤라드릴)으로 설계된 구간이 보안물건의 영향으로 인하여 제

어발파공법으로 변경실시토록 승인되어 현재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어발파공법으로 암을 절취 시행중 시공물량에 대해 기성청구를 하였는바, 이 경우 

신규공종에 대한 개산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현재 계약된 일반발파단가로 기성

을 받고 추후 설계변경시 제어발파단가(신규단가)로 변경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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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

상되는 경우로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

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은  계약예규 동 일반조건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계변

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

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

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 전에 우선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

대가를 지급코자 하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액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는 당초의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

을 제외하고 당초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하고 추후에 설계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인 경우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첨부하여 개산급지급

을 신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개산급신청사유 및 개산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 계약이행상황,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개산급 지

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5.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무지원팀-3241,  2007. 08. 09

 질 의

대안입찰공사계약에 있어 원안부분의 계약이행중 발주처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면, 수량, 단가, 금액 등은 승인을 얻었으나 변경계약은 이

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주부서의 사전시공 승인으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시

공 완료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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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제5항에 따라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9조의2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고

자 하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

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우선 시공하게 한 경우로서 도면, 수량, 단가 등을 

계약내용으로 확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기성대가를 청구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39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계약단가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산

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동 예규 제39조의2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6. BTL사업 공사 기성금 지급

법무지원팀-3956,  2006. 11. 30

 질 의

BTL사업 공사감리자로서 기성검사 요청을 받아 기성검사 중 계약내역서와 규격

이 다른 수량 증감이 있는 공종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당 BTL

사업 공사 시공사의 계약은 총액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

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령인 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등 민간투자사업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에 소요될 자재는  계약예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품이어야 하며 그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

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설계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한 시공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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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관련

법무심사팀-259,  2005. 01. 10

 질 의

공동수급체 대표자인 A사의 부도로 인해 잔여공사를 잔존구성원인 「사가 전부 

시공완료 했으나 발주처는 B사에게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이행보증서 제출을 요

구하면서 B사가 실제 시공한 내용대로 기성대가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

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출자비율을 변경을 요청

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는 것이나, 구성원 중 일부가 동 운

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하여 탈퇴한 경우로서 잔존 구성원이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는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운용요령에 의한 출

자비율의 변경이나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라면 잔여공사의 기성대가는 잔존

구성원의 변경된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이행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

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기성대가 지급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계약이행상

황, 동 예규에 의한 출자비율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관계규정 등

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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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타절시 이자보상에 대한 유권해석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2829(’06.12.19)

 질 의

공사시공중 발주자의 사유(부지 미확보로 인한 건축허가 미필)로 공사중지가 약 

20개월 정도 되었다가 공사재개로 재착공 후 시공을 하다가 시공자의 사유(압류, 

가압류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인 사정)로 공사타절(타절기성:161백만원)을 하고 연대

보증시공조치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 따라 발주처

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①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정지된 시점 이후의 잔여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타절준공시 계약자가 실제 시공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② 잔여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계약자에게만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실

제 시공한 금액비율대로 연대보증인과 안분하여 지급하는지

③ 타절준공시 계약자가 실제 시공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대보증인에 대

하여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④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전체공사 완성 후 준공대가 지급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타

절준공시 계약자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

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

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

과한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중에 발주기

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고 그 후 공사가 재개

되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도중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공사

타절하고 연대보증사가 전체공사를 완료한 경우에 상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

는 계약상대자에게 전체공사에 대한 준공대가 지급시에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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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보증시공 및 하자관리

보증시공

1. 무하자확인서 발급 가능여부(보증기관 변경 관련)

법무심사팀-604,  2005. 02. 24

 질 의

회사 사정으로 토목공사업면허를 반납함에 있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하자

보증서를 하자보증잔여기간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 제출코자 발주기

관에 무하자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고 있는바,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 무하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

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

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

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 하자발생이 없음을 증명하는 “무하자확인

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동 확인서를 발급할지의 여부는 하자검사에 

필요한 비용 및 시간, 동 확인서의 용도,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

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국가계약법규에서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

임기간 내에 일정기간 경과된 부분에 대하여 귀 질의와 같은 “무하자확인서”를 발

급토록 규정한 내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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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책임과 보수비 청구

법무지원팀-271,  2007. 01. 22

 질 의

폐사는 ○○시와 A건설회사가 도급계약하여 2004.7.6~2005.4.14까지 시공한 

“○○초등학교증축공사”의 연대보증 회사입니다. A건설회사는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증서를 제출하고 부도가 발생하여 폐사가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1) A회사의 하자보증 기관이 아닌 연대보증을 한 폐사가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폐사가 하자보수를 한다면 A회사의 하자보증을 한 보증기관에 하자보증

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

증인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 포함)을 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 또는 보증서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보수보증이행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발주기관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기관에 동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민법 

및 보증서약관등에 따라서 처리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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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무지원팀-4819,  2007. 12. 03

 질 의

1. 계약상대자가 타 사업장에서 건설업등록증 대여로 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계약된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

용하여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차후 전문공종에 대한 전문업체와 정상적인 하

도급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가능여부와 지급보증서 기 발행받은 후 면허가 취

소될 경우 지급보증서 유효 여부? 

3.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공사를 준공한 경우 하자보수이행증

권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규정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고, 관련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한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하자보수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와 발급된 보증서의 효력은 보증서 발급기관의 자체규정 및 

해당 보증서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

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동 일반조건 제34조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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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1. 장기계속공사에서 기성부분 인수 및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여부

법무지원팀-4345, 2006-12-28

 질 의

장기공사계약에서 1차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예정이었으나 추가공사로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을 변경하였고, 2차공사는 공기연장예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일시정지 지시

로 준공이 유보된 상태인 경우에 

＜질의 1＞ 

당초 준공시점의 1차, 2차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인수할 수 있는지. 

＜질의 2＞ 

1, 2차공사를 발주처에서 인수하였을 경우 해당 인수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

서로 하자보수보증 이행이 가능한지

 회 신 

장기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

원은 전체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

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예규 제3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

무원이 이를 인수할 수 있으나, 전체 목적물이 아닌 일부분의 기성부분을 인수한 

경우라면 그 인수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보증을 위한 하자보수보증서의 납부는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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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인터넷 질의 2011. 03. 16

 질 의

2010년 자동문 설치 납품이 완료된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설치업체의 문제로 

하자보수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의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에 관하여 

  -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13년)까지 동 자동문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해주는 

계약을 할 수 있는지 

- 현재 하자만 보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고귀속하여야 하는지 

- 첫째 방식의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을 위한 계약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계약예

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제2항에 의거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

에 귀속시켜야 함.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 하자보수보증

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 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3. 현금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인터넷 질의 2011. 09. 22

 질 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공사계약에 있어 기 현금납부한 하자보증금에 대해서 보

증금및 보관이자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해 보관이자를 산정하게 되

는 경우에 이자율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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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5

조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보증금은 ｢정부보관금 취급규

칙｣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의하여 보관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

서의 장이 정한 예금으로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

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동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납부자

별로 계산ㆍ관리 및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4. 하자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으로 동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법무지원팀-3964,  2006. 11. 30

 질 의

개인사업자가 정부투자기관의 계약상대자에게 건축자재와 생산시설을 설치 납품

을 완공하였으나 동 계약상대자의 파산으로 납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후 민사소송으로 발주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증금에 대하여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반환청구를 하자, 발주기관에서는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다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보증기간 동안 보증서를 제출하고 동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62조제2항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계

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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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법령 및 법원의 판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

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동조제2항제1호 내

지 제5호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치 상당액 이상

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임. 

하자처리

1. 하자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수책임 해당여부

법무지원팀-2756,  2007. 08. 16

 질 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의 계약의 준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어 공사

의 주요공종인 쓰레기층, 부직포, 고밀도폴리에틸렌 차수막, 부직포, 식생층, 씨드

스프레이 순으로 설계되어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였으나, 금년 7월 폭우로 인하여 

평지부와 법면부 경계부분의 식생층(600㎜, 약 2,000㎡) 토사가 흘러내리자 발주

처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해왔으나 폭우 및 설계서의 공법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보

는 바, 하자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토사 흘러내림을 예측하지 못한 시공사의 

설계서 검토에 대한 책임한계는?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동 예규 제33

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

수란 당해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

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시공상의 하자인지의 여부

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이행상황(시공상의 잘못 포함) 및 설계서 등을 사

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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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하자책임의 범위

법무지원팀-5134,  2007. 12. 26

 질 의

“□□아파트 건설공사 △공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체결(토건공사 : A사, 

소방공사 : B사)하고 준공 후 발주처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B사와 그 

연대보증사(b)에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발주처가 하자보수를 조치한 후 B사와 동 

연대보증사(b)에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토건공사 연대보증인(a)에게도 청

구 하였는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책임을 토건공사 연대

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회 신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

방식) 제14조에 의거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소방공사에 대한 책임을 토건공사 연대보증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대로 현수교 케이블밴드 안전성에 대한 하자관련 질의

법무지원팀-1590,  2005. 11. 08

 질 의

○○대로 준공당시 케이블밴드의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3.0이상으로 체결되어 

○○대로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나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현 시점상 확

인한 결과 안전율 3.0미만의 밴드가 확인되었음. 

시공사에서는 준공당시 ○○대로 설계치인 안전율 3.0 이상을 확보하였으며 현 

시점상의 안전율 저하에 대하여는 현수교 특성상 자연적응력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하자사항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하자가 없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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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동 예규 제33

조에 의거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

해 공사의 사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시공사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이거나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보수 등은 하자보수책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문

서, 준공서류, 시공내역 등을 검토하여 시공상의 잘못이 있는지 등 당해 사실관계

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시공상의 잘못인지의 여부에 대

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1조제2항에 규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검사결과를 참고할 수도 있을 것임.

4. 복합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을 위한 공종분류에 대하여

법무지원팀-1769,  2005. 11. 22

 질 의

토목 및 조경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종으로 발주한 “○○천 정비사업” 공사계약

에 있어 동 공사에 포함된 교량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종구분을 

교량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공원시설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

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관련 별표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

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공종구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당해 공사의 특성, 공종간의 하자책임구분가능성 여부 및 관련 법령 등

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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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시설계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운영효율 저하를 하

자로 볼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662,  2007. 06. 15

 질 의

발주기관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시공입찰방식으로 체결한 정수장공

사에서 입찰시 농축조 상징수는 전량 회수가 가능토록 무방류시스템으로 설계되었

으나, 환경부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침전지슬러지 농축조 상징수에 대한 재이용

을 금지하여 발주기관 지시에 의하여 방류시스템으로 설계변경하여 준공완료한 경

우로서 준공후 정수장 운영과정에 부상하는 슬러지로 인하여 농축조 운영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어느 것이 타당한지? 

- 발주기관 입장 
상기공사는 실시설계시공입찰 방식으로 시행된 공사이고 농축조 운영효율 저하

에 따른 사항은 하자사항에 해당하므로 계약상대자자 비용으로 추가공사를 처리하

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입장 
상기공사는 수처리공법을 발주처에서 지정하였고 무방류시스템에서 방류시스템

으로 변경도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변경한 것으로 설계변경당시에는 슬러지 부상

으로 인해 농축조 운영효율 저하가 발생할지는 발주처나 시공사 어느 누구도 인지

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한 추가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회 신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 하자보수란 당해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 및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

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로 볼 것인지 여

부는 농축조 운영효율 저하의 원인이 시공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발

주처의 변경된 설계방법에서 비롯된 설계의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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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업양도시 양도자가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법무41301-55549,  2004. 07. 01

 질 의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업체로서 당초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고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업체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공고된 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입찰, 낙찰되어 계약체결후 현재 시공중에 있으나, 구조조정 등으

로 전기공사업 및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타법인(Y)에게 양도한 경우 당사가 

단독으로 계속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및 아니면 당사로부터 전기공사업 및 전

문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양수받은 Y법인과 공동시공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사업등록 등 시공자격을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승계된다

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이행 중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

한 여러 공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양도된 공사업에 

해당되는 공사를 시공할 수 없으며, 동 공사업을 양수한 자가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업 양도에 대한 

동의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7.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하자보수책임여부

법무지원팀-3856,  2007. 09. 19

 질 의

“○○건물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한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한 부분

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그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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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

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는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

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경우 동 보수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가 당초 약정

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봄.

제5절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계약기간 연장

1.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법무지원팀-1116,  2005. 09. 29

 질 의

1 :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2 : 공사기간에 우천을 고려한 공사기간 산정이 가능한지 

3 : 공사기간에 휴일을 제외한다면 실제 공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4 : 동바리 존치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사기간을 산정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근거자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회 신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기간의 정의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바 없으며, 계약기간은 당초 공고조건 등에 의하여 계

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는 것인 바, 이러한 계약기간의 산정은 당해 계약목적물

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우천 등의 상

황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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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관하여 계약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

용하는 것인 바, 통상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중의 휴일은 공사기간에 포함

되어 산정함이 일반적일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기간 100일 중 휴일

을 제외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한 100일을 의미한

다고 할 것임. 

질의 4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의거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

한 바,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계약기간의 산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

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연장청구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가 적절

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

는지는 발주기관이 관련 규정, 공사목적물의 특성, 계약상대자의 책임유무 및 제

반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해야 할 사항임.

2. 계약기간과 절대공기와의 동일여부 및 공휴일의 합산여부, 강우일

수 전체의 공기연장 가능여부

법무지원팀-3266,  2006. 09. 29

 질 의

＜질의 1＞ 

입찰공고서에 공사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70일로 명시하고 계약일인 2006.3.14.

로부터 실제공사일수 270일을 합산한 2006.12.08.을 준공일자로 명시한 것이 절

대공기를 의미하는지? 

＜질의 2＞ 

실제공사일수에 공휴일과 일요일의 포함여부? 

＜질의 3＞ 

강우로 인한 공사중단시 강우일수 전체를 공사기간 연장으로 산정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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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1.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란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당초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동 계약기간에는 공휴일 및 일요일

이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절대공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

2. 귀 질의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태풍․홍

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계

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및 연장기간은 발주기관 계약담

당공무원이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특성 및 현장상

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계약체결 후 입찰공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위법 여부 

법무심사팀-525,  2005. 05. 26

 질 의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입찰공

고상의 자판기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변경 계약하는 것은 기존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고 입찰에서 탈락한 자에게는 조건 변경내용이 입찰에 영향을 주

는 요소인 점을 감안할 때 불공정한 것으로서 위법 여부 

 회 신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발

주기관에서 정하여 입찰공고 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

행령 제66조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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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이후에 발주

기관의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계약기간 포함)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

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초 체결한 계약내용을 변경할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

조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4. 집단민원·인허가의 지연과 발주처의 책임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176  (‘11.05.03)

 질 의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제1항 계약상대자는 제25조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발

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에서 발주자의 책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발주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건립취소를 요구하는 주민 측의 집단민원으로 공

사 착수지연 및 공사방해로 중단된 경우 집단민원이 발주자의 책임인지 

여부? 

질의 3 : 발주자가 허가를 득하는 조건일 경우 허가승인기관에서 집단민원 미해결 

사유로 허가 불허 또는 반려하여 허가가 지연된 경우 인허가 지연이 발

주자의 책임인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책임으

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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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청과 함께 제26조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모두 발주

처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발주처에 제기한 민원이 원인이 되어 착공이

나 시공이 지연된 경우 및 발주처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여 지연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체상금

1. 지체일수 산입 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419,  '08. 10. 29

 질 의

국가기관과 기자재제작구매설치에 대하여 계속비로 계약 
 계약조건에는 성능검사가 포함되어, 계약기간까지 성능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중인 상태에서 성능검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해수 공

급펌프의 고장으로 성능검사가 중단되었음. 

* 성능검사는 발주자가 해수를 공급하여야 검사가능 

경우, 지체중이라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해

수 공급펌프의 고장으로 인해 해수공급중단)로 인해 성능시험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고장일부터 성능시험일까지)을 지체일수의 포함여부

  
 회 신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 이미 이행지체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추가 지체되었더라도 지체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이행지체 중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지체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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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체상금 산정에 관하여(분할 납품)

법무지원팀-647,  2005. 08. 30

 질 의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물품인 압력트랜스미터 90개 중 

84개는 납기내에 납품하였으나 6개는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납기후에 납품하였으

나 발주기관에서 계약수량 전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였는바, 이것이 적정

한 것인지? 

 회 신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현행 ｢물품구

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전체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

으로서 기납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조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은 면제 하는 바, 구체

적인 경우에 있어 성질상 분할 가능한 완성품에 해당되는지 및 인수여부 등은 계

약담당공무원이 당해 물품의 특성, 검사를 거쳐 인수(관리․사용 포함)하였는지의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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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66,  ’08. 10. 24

 질 의

 하천공사현장의 일부 편입용지가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착공하고, 공사편입부

지가 실준공일까지 수용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초 준공예정일에 공사를 준공

할 수 없었으며, 변경계약시 준공예정일을 조정하고 2008년 동절기에도 공사

중지를 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였으나 지체상금 부과 현 장이라 하

여 혹한기 시공을 강요하였음. 이 또한 발주처의 귀책사유인데 지체상금을 부

과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예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

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야 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불가항력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인지 

및 해당일수에 대한 산정 등은 당해 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및 지체원인 등을 종

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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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체상금 관련 질의(민원 발생 등)

법무지원팀-126,  2006. 01. 04

 질 의

＜질의 1＞
고등학교 신축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진입

로 혼잡 등 사유로 마을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하여 자재반입을 할 

수 없어 공정이 지연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의 불가

항력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준공기한이 2005.12.10이나 준공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으로 증감된 관급자재 레미콘에 대하여 2005.12. 01에 배정을 받았으나 한파로 인

하여 물 공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사중지를 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

는지

＜질의 3＞
준공기한이 경과한 후 물 공사를 할 수 없는 날에 대하여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

한지 

＜질의 4＞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장에 토사반입을 할 수 없어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질의 5＞
건축․토목․조경공사는 준공기한이 2005.12.10이나, 전기, 통신, 설비공사는 

준공기한이 2006. 2월인 바, 건축 · 조경부분은 준공기한 내에 완료되었으나, 토

목 부분은 민원발생, 화물연대 파업, 한파로 인한 공사중지, 전기 ․설비공사 잔여

작업의 간섭 등으로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 공사가 완료된 건축 · 조경 부분에 

대하여 완성부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 신 

1.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26조에 의거 수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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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비산 먼지, 소음진동, 진입로 혼잡 등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집

단민원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

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민원인지의 여부 등 그 발생사유 및 책임의 귀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또는 동 예규 제19조에 의한 설계변

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제

3항제2호 및 제6호에 의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의 배정 등 

사항과 당시의 기상상태(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악천후인지의 여부 등)등의 요소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

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또한, 지체상금의 면제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내(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는 차수별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제3항제3호에 의거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

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라면 준공기한 이후의 지

체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체상금을 면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

하여 지체되는 동안에 동 일반조건 제32조에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라면 당해 정지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 질의 4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은 동 예규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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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

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

약담당공무원이 당시의 화물연대 파업이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고 공사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4. 질의 5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동 예규 제25조제2항 단서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의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물량 중 지체되고 있는 부분과 관계없이 인수(관리․사용 

포함)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지

체부분과 외관 및 기능상 독립되고 하자구분이 가능한 정도의 완성부분이라면 이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그 해당여부 및 지체상금의 면

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공사목적물의 특성, 인수 및 계약목적에 부합하

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5.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부분인수)

법무심사팀-597,  2005. 05. 27

 질 의

800KW 1기와 200KW 1기에 대하여 소수력 발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

사가 완성되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800KW 1기는 합격하였으나 200KW 1

기는 불합격되어 보완 후 재검사토록 조치된 바, 현재 합격된 800KW 1기는 생산

된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상금의 산정은? 

갑설 : 200KW 발전기 합격시까지 공사도급액 전체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

을설 : 200KW 발전기 부분만 지체상금을 부과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

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조제2항에 의하여 성

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써 기성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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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

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등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계약이행 물량 중 지연되고 있는 부분과 

상관없이 인수하여 관리(사용 포함)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약목적에 부합되는 부

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사항은 계약담당공

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성질상 분할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

리할 사항임. 

6.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부분준공) 

법무지원팀-37,  2005. 07. 15

 질 의

○○공사를 수주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공사의 마지막 일부분(총 길이 

1.5Km 중 132m)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시공을 한 결과 당초 

계약기간보다 3개월을 초과하여 준공처리 되었으며, 재시공한 132m를 제외한 부

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를 받고 도로포장까지 완료하여 차량소통등에 사용되는 경

우 발주처가 인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관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성부

분을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공사계약의 지체상금 계산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

고 있는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동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기성 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

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이라 함은 발주기관이 인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함으로써 발주기관의 계

약목적에 부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판단 및 지체상금 계산

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상황 및 발주처가 인수 사

용함으로써 계약목적의 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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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1)

법무지원팀-1264,  2005. 10. 14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A. B. C. D. E 5개동으로 독립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 골

조공사에서 4개동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1개동이 미시공 되었을 경우 지체상금 부

과방법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

조제1항에 의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

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

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동 조제2항에 의하여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동 규정,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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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 (2)

법무지원팀-1304,  2005. 10. 19

 질 의

○○오수 처리 시설물을 설계도서대로 공사 완료 후 수질검사 사용검사 전에 발

주기관에서 오수처리시설물 사용을 하였고, 준공예정일 전에 사용 중인 오수처리시

설물에 대하여 관할 군청에서 방류 수질검사를 실시 현행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아 

준공예정일 전에 행정처분명령서를 발급 받은 이후 개선기간(준공예정일 이후)내에 

시공 보안하여 준공 예정일 보다 100일 지연되어 준공필증을 교부하여 준공되었

음. 또한 유입량이 당초 설계기준치보다 많아 준공검사시 기준치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명령을 받았음. 

＜질의 1＞ 
보안시공 중 오수처리 개선과정에서 시설물(오수처리 개선을 위하여 방류 사용

됨) 시정조치 공사기간에 소요된 추가공사비 정산여부 

＜질의 2＞ 
시정조치의 지체된 일수만큼의 제체상금 부과여부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에 따라 공

동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

로 동 설계서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시정조치 받은 경우 동 시정조치에 따른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므로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서, 시정조치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일수 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5항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바, 준공기간 이후에 동 일반조건 제27조제3항에 의한 시

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관이 제27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을 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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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하며, 준공검사에서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하는 경우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지체

일수 및 지체상금의 산정은 사실관계의 발생내용 및 검사결과, 당해 계약조건, 관

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임. 

제6절  계약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계약해제ㆍ해지

1.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법무지원팀-4639,  2006. 12. 29

 질 의

착공 및 착수를 하였으나 종합쓰레기장을 건립한다는 민원인의 반대로 현재까지 

용지보상 지연으로 재착공이 불가능하여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발주청은 민원인의 

용지보상 반대 및 예산회계법을 근거로 공사해지를 요청하는 바, 귀청의 의견은?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

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부분이나 완성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 등은 동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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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수행 파기에 의한 공사비 정산 

법무지원팀-1534,  2005. 11. 03

 질 의

계약(2005.3)후 발주처의 문제에 의해 공사가 파기될 상황으로서 이 경우 공사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지, 투입비용만의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공사계약금액

과 유사한 타 공사로 대체하여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당해 공사계약의 이행부분이나 완성을 위하여 투

입된 비용 등은 동 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

처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경우라면 타 공사로의 대체는 곤란한 것이며, 구체적

인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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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1.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법무지원팀-3670, 2006.11.09

 질 의

 ＜현황＞ 
당사는 2006.8.14. 이전에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입찰서류가 허위라는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에 당사는 

2006.8.15. 이후에 법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및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당사가 입찰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전제로 질의합니다. 

2006.8.14. 이전에 입찰과 관련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는 광복61주년 경

축 특별조치 대상이라 할 것인데, 2006.8.15.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

원에 대하여 제출한 서류(허위가 아니라는 주장 및 서류)가 허위라 하여 법원에 제

출한 서류의 진위를 가지고 별도로「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제23조제1항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

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76

조제1항제8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허위서류 제출”의 대상 및 범위는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당해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법원에 증거서류로서 

제출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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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구매계약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1항2호의 적용 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559 (‘11.02.01)

 질 의 

물품구매계약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

항 제2호의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

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자”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적용되

는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 중 물품제조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 하도급 관

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품제조계약이 관련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

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가 있는 경우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나,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

정, 입찰공고내용, 계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가능 여부

법무지원팀-990,  2005. 09. 23

 질 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용역 완성 후 검사에 합격하여 대가지급까지 하였으나, 동 

설계용역에 의해 작성된 설계서에 의해 수행중인 공사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사

항이 일부 확인된 경우 

질의 1 : 이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질의 2 : 이 건 용역계약은 조달청이 계약하였는바,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조달청과 수요기관 중 어느 곳에서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 대가지급은 완료되었으나 사후에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있다면 지체일수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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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1. 질의 1에 대하여 : 

설계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하게 한 자에 대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의하

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제재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중앙관서의 장이 부실․조잡의 정도, 계약이행 

및 검사과정에서 부실이행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의 여부, 지체 없이 제한하지 않

은 구체적인 사유와 정황, 경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 

부정당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각 중

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이

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업무를 집행한 입찰실시기관 또는 계약의 당사자인 기관

의 장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요청을 받아 입찰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의 처분

청은 당해 입찰실시 및 계약의 당사자인 조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질의 3에 대하여 : 

설계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현행 ｢용역계

약 일반조건｣) 제18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간 내

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는 것이며, 지체상금의 산정은 동 조 제5

항제2호에 의하여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입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

의 산정은 사실관계의 발생내용 및 검사결과, 당해 계약조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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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인터넷 질의 2011. 09. 22

 질 의

수의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당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방법 및 제재방법은

 회 신 

수의계약에 있어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임.

5.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하도급 위반)

법무심사팀-740,  2005. 03. 02

 질 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계약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하도

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만 제재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

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였거

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

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되, 공동도급계

약의 경우는 동조제3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한 자에 

대하여 재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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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및 

하도급 위반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6. 뇌물 공여시 부정당업자 제재 승계여부

법무지원팀-440,  2005. 08. 18

 질 의

방산물자 생산업체 A사는 관련공무원에게 뇌물공여로 인하여 부정당업자제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05.01.20 B사에 A사의 도소매 및 제반사항을 양도하고 (B)

라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A사와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토록 하였으며, 그 후 A사

는 2005.6.11자로 2년간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었는바, 

＜질의 1＞
A, ｢회사를 겸임하는 신규대표 (B)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 B사의 명의로 국가

를 상대로 A사가 생산하던 물품에 대하여 입찰참가 및 자재의 납품 등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 하도계약의 형태로 A사가 생산하던 물품에 대하여 B

사가 참여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A사가 생산하던 방산물자를 B사가 국가를 상대로 입찰의 참가 및 자재의 납품 

등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계약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기타 사용인 포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또한, 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 ․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

호,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하여야 하

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발생시킨 법인(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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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재처분 이전(또는 이후)에 보유한 면허․등록 등의 일부 업종을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 그 이후 양도법인(또

는 개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이 양수법인(또는 

개인)에 승계되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의 장이 상호, 대표자, 임원, 대주주, 정

관, 법인등록번호, 관계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법인(또는 개인)과 양수법인(또는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양도법인(또는 개인)의 제재기간 동안에

는 양수법인(또는 개인)이 양수받은 일부 업종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은 동조 제7항 및 제10항에 의거 입찰참

가 또는 수의계약체결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는 자라도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하게 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당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 등 능력이 있는가를 적의 판단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7. 조합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각자대표법인에 대한 효력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43(’07.01.09)

 질 의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계약불이행으로 당해 

조합과 조합의 대표자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 조합의 

대표자가 각자대표자로 있는 기업(법인)이 다른 각자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

하는 경우에 그 기업(법인)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4항에 의하면 부정

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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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여도 제재

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

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조합과의 단

체수의계약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조합

과 조합의 대표자 및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타법인의 단독대표자인 경

우 동 대표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로 인하여 결국 타법인에게도 그 제재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이나, 법인의 대표가 각자 대표자로 수인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가 아닌 각자 대표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타법인에게는 부

정당업자제재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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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절 조정기준

1. 계약금액 조정가능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84, 2008.05.29

 질 의

수입물자계약에서 계약 이행중 환율이 지난해말 대비 20%이상(유러화 기준) 인

상되어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인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

라 하여야 하되, 물품 및 용역의 특정조달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에 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40조에 따라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환율변동 자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규정한 물가변동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환율변

동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물가변동이 발생되었거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

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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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에 관한 질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74, 2008.11.19

 질 의

발주청이 감리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단위를 인·월로 하고 1인·월의 단가를 

월당 2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하고 

계약상대자가 그 설계와 예정공정표에 준하여 인·월 단위의 산출내역서와 예정공

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계약을 한 후, 국경일로 인한 실근무일의 여하에 불구하고 1

개월의 감리기간이 경과되면 1인·월의 대가를 지급하고, 물가변동(노임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도 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문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

는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감리용역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실제 감리원이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

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를 용역공정예정표를 토대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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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용역계약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2464, 2007.06.19

 질 의

설계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 

책임·자문감리용역계약 등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반영하고 있으나 공사

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는 건설부문 엔지니어링 사업 등은 물가변동을 반

영하고 있지 않은 바,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에 대하여 기술자 

노무비 상승률이나 건설공사비 지수에 의한 상승률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바,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

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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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708,  2008-07-04

 질 의

1.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율로 

정하고, 본 계약수량 전체를 2008. 02. 24 납품요구(납품기한 : 2008.05.15)

하였음 

2. 이후, 계약상대자는 철강재 등 원자재가 급등함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에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가 지급이전에 원자재 폭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을 요청한 것이므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 제3항에 의거 당연히 

계약금액 조정을 해 주어야하며, 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

품을 할수 없다고 하고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

 

가. 동일한 물품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일 이후일지라도 납품대

가 지급전에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면 소급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

나, 단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일 이전에 납품요구하면 물가변동으

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한지 여부 ?

나. 원자재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90일전에 단가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납품

요구일 이후 물가 변동분은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4조에정한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

가변동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의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

의 경우와 같이 연간단가계약방식으로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

대가는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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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인터넷 질의 2011. 06.10

 질 의

“□□모델개발 및 시스템 통합”용역의 수행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

한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등락

율 산정산식에 적용할 물가변동당시가격의 기술료는 발주처가 입찰공고 시 게시한 

용역 설계서상의 (인건비＋제 경비)×20%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 산출내역서

상의 (인건비＋제 경비)×11%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회 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

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기술료는 (인건비＋

제 경비)×20%를 적용하여 등락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6.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48, 2008.11.12

 질 의

발주기관으로부터 부지를 제공받아 제작장 건설 후 자재(PC BOX)를 현지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인도조건은 현장상차도(납품)로 2007.11.16자 PC BOX 공급지시

에 의한 계약자재(암거)의 생산, 납품을 진행 중인 상태이며, 제품생산 시점인 

2007.11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물가변동 대상수

량에 대한 이견이 발생된 상태로 조정기준일(2008.06.01)이전 생산은 하였으나 발

주기관 사정으로 인한 제품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한 물량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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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4조에정한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의 금액을 의미하는 바, 귀 질

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서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

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납품하도록 예정되었던 물량이 

발주기관의 납품유보 등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납품기한이 연장됨

으로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하게 되었다면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의

거 납품이 지연된 물량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함.

 

7.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87, 2008.10.02

 질 의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인 품목조정율을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지수

조정율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방법을 품목조정율로 하였다면 추후에 편의

적으로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율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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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2738, 2006-08-21

 질 의

〈질의 1〉
계약서에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한 경우에 당

초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

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

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

며,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

는 아니 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같은 법 시

행령 제64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

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

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

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

약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

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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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원자재 가격변동 상황, 가격급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곤란성 여부 및 관련법령 등

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소급적용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436(’08.5.26)

 질 의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기준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

였고, 1차 및 2차 계약금액 조정을 동시에 요구한 경우(선금은 지급하고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음)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날 이전

에 이미 이행되어야 할 부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1차 및 2차 조

정)을 해 주는지?

 회 신 

물품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

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조정

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품목 조정율 또는 지수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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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물품납품계약에 대한 적용대가 산정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53, 2008.08.19

 질 의

케이블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이행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대가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 

1.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2. 발주처의 납품 요청없이, 계약시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설계, 생산,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74조에 정한 요건(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이 성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

는 것이며,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량

의 금액을 의미하며,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로 적용대가를 산정하며 조

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합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조개시 전에 제출된 제조공정표에 의하여 적용대가 산출이 가능한 

것인지,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 되었는지는 제출된 

계약문서, 계약조건, 납품요구서,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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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매계약의 경우 조정기준일 및 적용대가 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1889, 2008.07.21

 질 의

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하는 경우로서

1.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조정율이 3% 이상 증감된 때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이 경우 “증감된 때”는 물가변동이 최초 도달 시점

인지?, 3%만 넘으면 계약상대자가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 한지?

2.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은 총 계약금액 중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

행완료 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지? 

2-1. 총 계약금액 중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완료 되어야 하나 계

약상대자의 조기수행으로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 되었다면 이 또한 물가변

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2-2. 기성대가에 따른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있어 기성대가 지급 신청일을 기

준으로 기성대가 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성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고, 기성대가 지급 신

청 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성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구매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이 동

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신청 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되는 것이

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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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가변동 산출내역서 비목군 분류시 기준 내역

법무지원팀-3971, 2006.12.01

 질 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공종에서 설계내역 단가구성은 노무비 

또는 재료비 단일 항목으로, 계약내역의 단가구성은 노무비, 재료비, 경비 항목이 

혼용되어 있어 물가변동의 기초자료인 비목군 분류에 혼동을 초래하고, 생산자 물

가지수의 적용에 있어 당해비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다음 어느 설을 적

용해야 하는지? 

갑설)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계약내역단가구성에 따라 물가변동내역의 비목군을 

분류함 

을설) 입찰시 계약상대자가 물량내역서의 단가구성을 설계서와 같게 작성할 수 없

고, 계약내역의 단가구성에 따라 물가변동 내역의 비목군 분류시 당해 비목

의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내역의 합계단가를 설계내역의 비목구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비목군을 분류함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에 의하여 계약금액

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에 따라야 할 것이

며, 이 경우 산출내역서 만으로는 비목군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비목군의 분류는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산출내역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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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 및 물가변동 신청기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385, 2008.06.20

 질 의

발주기관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상대자가 환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기관 및 절차는?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

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가능한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유로화의 환율 인상만

으로는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합니다. 

다만, 환율변동 등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충

족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한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에 청구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

정하여하는 것입니다. 

14.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일이란?

법무지원팀-2310, 2007.06.08

 질 의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

정시 최초조정기준일(산정시점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인지 아니면 수의시담으로 계

약단가가 결정된 날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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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

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수

의계약의 경우라면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하는 것임.

1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

용대가 산출방법

법무지원팀-541, 2007.02.07

 질 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기연장을 하면서 수정공정예정표를 작성하지 

않고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의로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에 5%의 등락폭이 발생한 경우 당초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한 계약금

액 중 공사공정예정표 상 조정기준일 이후 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

대가의 산출방법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

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를 말하며,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

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다만,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공사구간 내 용지보상 지연 및 차선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일정 미정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이행이 지연된 물량은 물

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

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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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당해 설계서, 공사공정예정표 및 공사이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16.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대

가 산정

법무지원팀-4757, 2007-11-28

 질 의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회 신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총공사금액

에 대한 공정예정표(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내용이 반영

되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

는 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따라 이

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

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7조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공정예정표

를 변경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변경조치하시고 변경된 공정예정표에 의거 조정기

준일, 물가변동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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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체된 경우 설계변경 단가 적용

법무지원팀-3063, 2007.07.27

 질 의

장기계속공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지체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정산은 

별도의 협의 없이 각 차수별 준공을 한 후 최종차수 준공시점에 일괄하여 동 계약

단가로 설계변경한 내용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의 반영여부에 

대한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물가변동 조정금액 정산시점은 설계변경 당시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ESC 정

산시 이미 준공된 차수물량은 제외된다.

을설) 전체공사 준공되기 이전에 일괄정산을 해도 된다.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

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9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

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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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물품구매계약에서 공사중지기간에 대한 물가변동 반영여부 

법무지원팀-3070, 2006.09.15

 질 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후 설치공사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사중지를 지시하여 공

기가 6개월이상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능여부 등

〈질의 1〉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경과되어 공기연장이 될 경우 물가변동

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2〉
계약서에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방법은? 

〈질의 3〉
물가변동조정 산정기준일은 설계예산서 작성기준일인지, 계약체결일인지? 

〈질의 4〉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 없는 불변확정금액이거나 발주처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의 

대가 지급방법은?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4조에 의한 기간요건 및 조정율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조정기준일)

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기간요건을 산정함에 

있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중지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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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시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 조정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조정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 결정된 조정율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

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4조에 따라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

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의 요건은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4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4조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에 의하

여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9.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법무지원팀-3029, 2007.07.26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 어느 공정율

을 적용해야 하는지 ?

㉠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 : 5% 

㉡ 기성수령율＋조정기준일 이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공정율 : 6% ㉢ 

발주처에 제출한 월간공정보고서의 실행공정율 : 7%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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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제6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나, 조정기준일 전

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공종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지연되거나 앞서 시공한 경우에도 실적공정이 아닌 공사공정예정표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0.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단가로 설계변경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2995, 2007.07.25

 질 의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었으

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약단가로 설계변경

이 된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금액을 설계변경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

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동 계약금액조정이 설계변경 후에 이루어진 관계로 기존 계

약단가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의하여 산

정된 단가로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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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여러차례 물가 상승분을 한번에 걸쳐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지원팀-2297, 2007.06.07

 질 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본 계약서 특수조건 제16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지수조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1차, 2차 및 3차에  걸쳐 증액조정 사유가 발

생한 경우 1차에서 3차까지 순차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

점의 지수와 최종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점인 3차시점의 지수를 비교

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

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기간요건 및 조정률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마다 순차적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2회이상의 계약금액조

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1차 계약금액 조정후 2차 계약금액조정

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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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가변동조정신청 후 지급받은 기성대가 공제여부

법무지원팀-1786, 2007.05.01

 질 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

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개산급(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으로 청구하였으며, 동 기성대가가 지급되기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르 한 경우에는 동 기성대가 부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

액산출시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의 조정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

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

23. 감리용역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차수준공대가 공제여부

법무지원팀-3374, 2006.10.13

 질 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수행에 있어 물가변동조정기준일 이후 차수준공 이전에 계

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적용대가 산출시 조정기준일 이후 

차수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의 공제여부

 회 신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해당되는 대가이며, 동 규정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는 동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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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조정금액 산출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조정기준

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

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

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

24.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174, 2007.01.12

 질 의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쳬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물

가변동적용대가에 실비정산항목인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

동적용대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건

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이라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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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1. 건설기계의 기계경비지수 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790, 2008.03.25

 질 의

2007.4.10 개정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부칙 제2항(건설기계

에 대한 시간당손료 관련 적용례)에는 “제67조와 제68조제3호가목 및 제70조제5

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1월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입찰공고일이 2007.01.01 이전이고,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 

2007.01.01 이후인 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시간당손료지수 적용방법 등의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회 신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07.4.10) 부칙 제3조제2항에서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기계경비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68조제3호 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 

01.01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01.01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 기계경비지수는 종전의 규정

(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건설기계경비 물가변동 조정업무

인터넷 질의, 기획재정부-790(2008.3.25)

 질 의

2007.4.10 개정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부칙 제2항(건설기계에 

대한 시간당손료 관련 적용례)에는 “제67조와 제68조제3호‘가’목 및 제70조제5항

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입찰공고일이 2007.01.01 이전이고, 입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 

2007.01.01 이후인 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시간당손료지수 적용방법 등의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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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07.4.10) 부칙 제3조제2항에서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하여 지수조정율 산출시에 기계경비지수로 시간당 

손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제68조제3호‘가’목 및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

01. 01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

01. 01 전에 입찰공고를 한 계약에서 기계경비지수는 종전의 규정(건설기계가격의 

평균치)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3. 공사손해보험료의 물가변동대가 적용여부

법무지원팀-495, 2007.02.06

 질 의

공사손해보험료 항목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는지 여부와 관련 갑설과 을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가요

(갑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조정율(K)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에 따라 산출하며, 물가변동 적용대가

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임으로 특정품목(비목)을 제외할 수 없으므로 공사손해보험료를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을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에 따라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공사착공전에 그 이행이 완료된 것이므로, 공사손해보험료

는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에 완료되는 것이므로, 공사손해보험료는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 까지 공사손해보험료의 기성을 지급받

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공사손해보험료는 이행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대가에

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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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

하는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금액 등의 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

여 산출하여야 하며,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품목 

또는 비목만으로 산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지수조정율

에 의하는 경우의 비목군 편성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게약 집행기준｣ 제68조제

1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

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야 하는 

것이나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증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공사손해보험료를 재료비, 노

무비, 경비 이외 별도 비목으로 계상토록 한 취지로 보아 동 공사손해보험료는 지

수조정율 산출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수입품 및 노임의 지수산정

법무지원팀-5056, 2007.12.18

 질 의

질의 1
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수입공산품에 대한 비목군분류시 한

국은행물가지수에는 원화, 계약, 달러에 대한 월별통계지수중 지수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은? 

질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2007년9월1일 하반기 노임발표후 기성, 공사

예정공정표상 물량을 공제하여 지수조정률 4%가 산정되었을 경우 조정기준일이 

2007년 9월 1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9월1일까지 공정을 제외하고 최초 3%가 

나오는 시점인 2007년1월2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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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하여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제68조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

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

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생산자

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물가지수표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자료작성 소관부

서인 한국은행(www.bok.or.kr 물가통계팀 02-759-4352)으로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

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

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조정

기준일”이란 동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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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가변동 수입물가지수 적용방법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2300(’06.10.13)

 질 의

계약금액 조정여부 검토시 지수조정률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본 계약물품은 수입

물자이므로 한국은행에서 조사하여 공표하는 “수입물가지수 중 당해품류에 속하는 

지수”만을 적용하여 지수적용률을 산출할 경우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수입물품 구매계약에 있어 지수조정율 방식에 의하여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비목군은  계약예규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수입물가지수표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비목을 말합니다.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수입물가지수 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1725, 2008.07.11

 질 의

물가변동 발생여부를 조사한바 2008년 6월 한국은행이 공표한 공산품 원화기준 
수입물가지수는 5월 현재 125.56으로서 계약시점인 2007년12월 102.06대비, 수입
물가가 5개월여 만에 23.02% 상승한 것으로 공표 되었있어, 실질적인 물가변동이 
발생하였다는 결과로 판단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회 신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가능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100분의 3이상 증감 여부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의 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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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가변동시 정기안전점검비 등 경비성 비목의 적용대가 제외 여부

법무지원팀-3408, 2006.10.16

 질 의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지하철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을 지수조정률에 의할 경우에 정기안전점검비, 폐기물처리비, 건물 및 부지임대료

의 비목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적용하는 조정율과 정산항목은

인터넷 질의 2008.12.30

 질 의

현재까지 4회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장기계속공사의 정산에 

있어 ①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국민건강보

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항목은 합계 지수조정률을 적용하는지?  ②적용한다면 

전체적으로 합한 율을 적용하는지?  ③위 항목 외에도 정산대상에 포함되는 항목

이 있는지?

 회 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비목은  계약예규「정부 입찰

ㆍ계약 집행기준」제68조에 의하여 노무비 비목(A)～국민연금보험료 비목(M) 및 

기타비목(Z)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등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

록 규정된 비목도 조정율 산출의 대상이 되는 것인 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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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이미 조정된 비목 중에서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된 비목은 조정된 

금액을 대상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동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환경보전비․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하도급

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은 그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임.

9. 조정률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재조정이 가능한지

법무지원팀-4328, 2006.12.28

 질 의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지수조정률 산출시 비교시점의 생

산자물가지수를 잘못 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

결하고 계약이행 중에 있는 공사계약에 있어 잘못 적용한 비교시점의 생산자물

가지수를 바로 잡아 지수조정률을 다시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금액을 재조

정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지? 

2. 계약금액을 재조정할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초 물가변동조정시 적용한 물

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 조정을 재신청하는 시점

(또는 생산지물가지수를 잘못 적용한 것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 이행되는 대가

를 산출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로 하여야 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 바, 

동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의 설정 및 조정률 산정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는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된 후에라도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

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 재조정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 중 공사예정공정표상 재조정하여 새

로이 산정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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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1. 물가변동 감액조정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111, 2010.07.19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64조제6항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하 “집행기준”)」제70조의5제3항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

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는 바, 

<질의 1>
계약체결 후 단품증액조정이 없었던 경우에도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요건을 충

족하면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 단품증액조정이 없었다면 집행

기준 제70조의5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 2> 
직전 계약금액조정을 할 때에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단품증액요건에 해당되었으

나 동시에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단품증액조정을 하지 않고 총

액으로 계약금액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같은 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단품감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규정은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1.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제3항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 단품증액조

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되, 당해 단품감액조정으로 인해 조기에 추가적인 계약금액 총액조정이 예상

되는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하도록 한 것이며,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 단품

증액조정을 한 경우에 한해 단품감액조정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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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5제4항에 따르면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

품증액조건에 해당하였으나 동시에 총액증액요건을 충족하여 별로도 단품증액

조정 없이 총액증액조정만을 하였다면 그 이후 단품감액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서는 공사계

약에 한해 자재(단품)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일부 항목의 물가변동은 동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총액)조정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청소용역계약에서의 물가변동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72, 2008.09.09

 질 의

청소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올해 최저임금이 8.3% 인상되었으므로 물가

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을 발주기관에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예산부족으로 인하

여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이 불가능한지 여부 및 조정율 산정방법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 부터 90일이상 경과하여야 하고 동시에 물가변동조

정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이상 증감되어야 하며, 조정기준일 당시를 기

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함)에 물가변동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

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계

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서 품목조정율로 정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동조 제8항에 의하여 당해 계약이 2006.5.2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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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의 경우 노무비의 등락률은「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율의 산정여부, 기준 등은 계약서, 설

계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등락율 산정

법무지원팀-150, 2008.01.15

 질 의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품목조정율)을 신청하였으나, 

물가변동시 적용가격 산정방법에서 발주처와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어느 의견

이 타당한지? 

(갑설) 

재료비 산정을 위한 최초원가계산시 전월부터 6개월간의 유통공사 평균가격과 

업체의 6개월간의 구매실적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원가

산정시 적용한 원가계산 전월부터 6개월간의 유통공사 평균가격과 물가변동당시 

전월부터 6개월간의 업체의 구매실적의 재료비를 적용하여 제품의 물가변동 등락

율이 없으므로 물가변동 대상이 아님 

(을설)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시 비목계산시 재료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전월부터 6

개월간의 유통공사 평균가격과 변동시 전월부터 6개월간의 유통공사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제품가격 등락율이 3%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물가변동 대상임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

정시 품목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

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락율은 동일한 기준 방

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시점의 가격과 비교시점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

출하는 것이므로, 입찰당시가격을 유통공사 평균가격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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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격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시준시점의 가격과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비

교시점의 가격산정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물가변동(품목조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방법

법무지원팀-4614, 2007.11.16

 질 의

물가변동(품목조정율)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재료 및 노무비의 산출항

목 및 공량 등 산출근거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와 변경방법을 질의 

 회 신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은 조

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등락율은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기준시점의 가격과 비교시점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구체

적인 경우에 있어 시준시점의 가격과 동일한 기준 방법 및 절차에 의한 비교시점

의 가격산정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5.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시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의 가격 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548, 2008.04.18
 질 의

케이블을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계약체결하여 납품이행

중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입찰당시에는 존재

하던 거래실례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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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조정시 등락율은 입찰

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바,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 등 객

관적으로 조사·발표 또는 결정되어 있는 가격으로서, 설계가격 또는 예정가격 단

가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산정한 때

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당시에 존재하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 등이 물가변동당시에 존재

하지 않는 때에는 유사한 가격의 존재여부, 다른 방법에 의한 두 시점의 가격산출

가능여부 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 당해 계약담당공무

원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6. 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명시된 경우 계약의 원칙에의 저촉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332, 2008.08.20

 질 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고 공

사계약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로 표기되어 있음은 물가조정방법의 선택이 제한된 

것으로 계약원칙에 저촉된지 여부 및 조정방법의 변경이 가능한지와 2가지(품목과 

지수)로 표기됨이 타당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64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

한 계약금액의 조정방식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조정율을 품목조

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을 계약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명시하

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

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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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일단 계약체결시

에 정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을 계약이행중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할 때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

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1조(보칙) 3항에 품목조정율을 명기하여 계약체결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 해석하기에

는 적절하지 아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7. 민자사업의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

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754, 2007.11.28

 질 의

민간투자사업으로 2003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

약금액조정은 생산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03.1 기준으로 생산자물

가지수는 약 14% 상승하였으나 Cable 가격은 원자재(동) 가격의 급등으로 약 

200% 상승하여 공사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번 개정된 국가법 시행령 제64조제6항(특정규격의 자재별 물가변

동)에 따라 품목조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질의

 회 신 

민간투자방식으로 체결한 계약 대하여는 당해 입찰공고 내용, 입찰안내서, 당해 

협약서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

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

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동 규정

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782호, 

2006.12.29)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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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1. 물가변동 반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53, 2008.07.31

 질 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 확정 지연으로 12개월간 공사기

간이 연장되어 이로 인한 물가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 하려 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서상 “물가변동 반영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물가변동은 곤란하다고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분을 반영 받을 수 없는 것

인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당초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물가변동으로 인

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하였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령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의무사항으로서 

계약당사자간에 동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동 법령에 

위배되는 것임.

2.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64(’08.02.13)

 질 의

국계법시행령 제64조제5항에 의한 원 ․부자재의 급등으로 90일 이내 계약금

액을 조정할 경우 동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적용을 배제하고 단축 조사하여 반영 

할 수 있는지와 계약체결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

되어야 하는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되는 날에 대한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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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1.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품목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물가변동 당시가

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자재 급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7항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

일 이상 경과하고 계약체결당시와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한 품목

조정률이 3%이상 증감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

만,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

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3.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372(’08.5.16)

 질 의

(1) 원화로 계약하였더라도 동 현장설명서에 반영된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기준으로 환율이 3%이상 변동시 환율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계약내용에 반영되어있는 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2) 환율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전체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급금 

및 기성대가 지급금분 및 공정진행분 등은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원화로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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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의 엔화에 대한 환율변동 등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이 증감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정

한 요건이 성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

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와 달리 계약서(현장설명서 포함)에 계약일로부터 60일 

기준으로 환율이 3%이상 변동 시 환율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규

정한 것은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

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되며, 조정기준일전에 지

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에 의거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산출시 이를 공

제해야 함.

4.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 적용대가 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1428, 2008.06.24

 질 의

1. 물품제조구매를 위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계약서에는 규격별 단가와 연간 추

정물량이 명시되어 있고, 실 수량과 납품기한은 실 사용물량을 납품요구하는 별

도의“주문서(납품요구통지서)에 의한다] 하였음

2. 발주기관은 실사용 물량에 대하여 수시로, 구체적인 수량과 납품기한을 명시하

여 별도의 주문서(납품요구통지서)를 발행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 납품받고 

있음

3. 연간단가 계약기간의 종료 즈음에 발행된 주문서의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이후

로 지정되고 있음

이 경우 상기3에서와 같이 단가계약 기간중에 주문된 물량(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이후)에 대하여 단가계약 기간이후 조정요건이 충족(90일, 3%)되었을 경우 계약기

간 종료에 불구하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구

매기간의 지정 납기일을 초과하여 조정기준일 이후 지연 납품한 물량에 대하여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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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단가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4조에 의하여 조정기준일(계약체결 후 9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

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이 되는 날)이후의 납품요구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완납(최종)대가 지급전까지 가

능한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5항에 의거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5.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64, 2008.11.18

 질 의

1.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어도 예산부족시 및 공사량의 조정이 곤란한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조정가능하다면 그 근거 및 조정방

법은? 

2. 환율변동에 따른 물가변동율 산출방법은?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만

약,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신청금액 전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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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확보 등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조정

시기의 분할 또는 연기 등을 계약상대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등락율

은 입찰당시의 환율을 적용한 가격과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물가변동당시가

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6.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물가변동 적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2808, 2008.09.18

 질 의

아파트건설공사에 있어 공사착공계 제출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

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중단 지시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사 중단 중인 

경우로서 이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에 정한 요건(계약을 체결한 

후 90일이상이 경과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인 경우)이 성

립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4

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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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총공사 공정표로 산정하는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676, 2008.07.09

 질 의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있어 1차 공사를 계약한 후 보상지연, 문화재시굴 

등으로 인하여 총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변경 없이 1차공사를 변경계약하고, 또다시 

노선 미결정으로 1차공사를 변경계약 한 경우로서 적용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총공

사금액 및 공사기간의 변경이 없어 착공당시 공정표로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인

지, 아니면 1차공사 변경계약시 제출된 공정표로 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인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되는 경우

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수정된 

공정예정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

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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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절 설계변경 기준

1.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인터넷 질의 2009.09.02

 질 의

도로공사의 종합보고서에 “발생사토는 ○○구간 처리 및 □□매립에 유용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가 협의후 처리토록 계획하여 발생 사토로 인한 환경영향이 발생

치 않도록 계획할 것임”으로 표기된 경우 동 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

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

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해

당되려면 동 보고서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등에 해당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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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내역서(인테리어 specification)의 설계서에의 해당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2  (‘11.05.11)

 질 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계약한 “○○ 건립공사”에서 실시설계최종납품도서의 제출

시 기술부분(설계도면, 공사시방서)에는 바닥석재 재료의 규격, 품질 및 시공방법

까지 입찰안내서의 지침에 따라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석공사 패

턴과 석재종류 관련 시공상세도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을설), 발주처에서는 가격

부분(산출내역서)에 참고 자료로 제출된 인테리어 specification에 명시된 재료(착

색석종)에서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갑설). 이 경우 가격부분에 

참고자료로 제출된 인테리어 specification이 설계서에 해당되는지? 

＜입찰안내서＞ 
1. 입찰안내서 제1장 일괄입찰공사 일반 3.3실시설계최종납품도서의 규격과 수량 

  ①기술부분, ②가격부분, ③관리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기술부분의 5.공

사시방서의 실시설계도면 항목 중 건축계획(인테리어 포함)으로 명시됨. 

2. 실시설계최종납품도서 제출시 5.공사시방서 항목에 인테리어 포함한 건축공사 

시방서를 제출하였고, 12.실시설계도면 항목에 인테리어 설계도면을 별도로 제

출함. 

3. 인테리어 specification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항의 설계

서에서 제외된 ‘가격부분’의 산출내역서(총괄내역서) 및 인테리어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및 물량산출서와 함께 제출됨. 

＜실시설계도서(인테리어 관련) 내용＞ 
1. 기술부분(설계도면) 

  1) 인테리어 공사시방서 : 「바닥석재 재료」규정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 

  2) 인테리어 설계도면 

    가. 인테리어 평면도 : “ST04 : 지정화강석으로 마감” 표기 

    나. 실내재료 마감표 : “ST04 : 종류/화강석, 재료명/L 지정품” 표기 

2. 가격부문(산출내역서) 

  1) 인테리어 specification 

    프로젝트명, 코드번호(ST04), 설치위치, 품명, 모델명, 회사명, 컬러사진, 담

당자/연락처 등 

  2) 총괄내역서(인테리어 부분) : 해당 품명의 규격에 “L 지정품”이라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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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라 함은 

입찰안내서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의하여 공사시방서·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계약문서는 

동 예규 제3조에 따라 계약서·설계서·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

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인테리어 Specification"이 설계서에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항을 표기·기

재하기 곤란하여 이를 보조적으로 설명해 주는 첨부서류라고 한다면 설계서의 일

부로 보며, 그러하지 아니하고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한 단가산출서·수량산출

서·일위대가표 등을 설명해 주는 보조서류라면 설계서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

3. 재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법무지원팀-742, 2005.09.08

 질 의

폐사는 신축공사를 낙찰 받은 후 설계 도서를 교부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에서

는 총액입찰이므로 도면과 물량내역서만 교부하고 설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는 공

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공사를 원활히 진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설계 도서를 볼 수 있는 방법과 너무 낮게 책정된 공사비

를 올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있어 입찰자가 요구하는 경우「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담당공

무원은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낙찰자(계약자)는 교부받

은 설계서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설계서라 함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합니다.(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물량내역서를 

포함) 또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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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하나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 품셈 등은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을 

제시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 등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누락, 오류, 수량 및 

단가가 과다·과소계상이 되어 있다거나,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

서에 의한 변경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이 이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등을 검

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전력비 부담관련 현장설명서의 해석

법무지원팀-213, 2008.01.18

 질 의

<개요> 
“○○사 본관건물시설공사”는 토건·전기공사와 빙축열시스템제작설치로 분리 

발주되어 계약되고 준공되었으며, 빙축열시스템은 준공전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동 

시운전에 대한 전기료를 발주처에서는 시공사에 요청하자 시공사는 전기료 중 기

본료를 제외한 사용료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함. 

<현장설명서> 
토건공사 입찰시 배부된 현장설명서에는 “수전,시수 통수후 사용 비용중 기본료

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시운전등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사용료는 각 공종별 

도급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됨 

<질의요지> 
발주처에서 본 공사(토목,건축)입찰의 현설시 제시한 현장설명서의 사항의 각 

공종별에 본 공사현장 건축물의 기계실에 설치된 빙축열시스템공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

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에 따라 발주기관은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는 경비에 계상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도 설계서 및 



제5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247 -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해당 공사의 전력비를 자기책임 하에 산정한 후 산출내역

서에 계상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법무심사팀-439, 2005-01-24 

 질 의

○○ 도로개설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시방서에‘철거된 물질 중 성토용 재료로 유

용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건설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철거물질을 유용하기 위하여 환경부 기

준에 따라 동 철거물질을 100mm 이하로 처리해야 한다면 동 비용은 누가 부담

하여야 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

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사시방서에‘철거된 물질 중 성토

용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건설폐기

물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라 명시되었으며 또한 설계서에 동 철거대상 

물질의 수량과 그 중 유용을 위한 수량과 깨기, 운반 등의 공정이 명시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입찰금액)의 산출 및 반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는 동 예규 제19조에 규정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및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

당공무원이 관계법령과 당해계약조건, 설계서,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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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HC PILE 두부보강 이음자재 비용부담 주체

인터넷 질의 2009.04.24.

 질 의

진입도로 공사현장으로 PHC파일이 설계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PHC말뚝이음

만 반영되었으며, 아래의 단가설명서와 시방서를 근거로 할 적에 PHC 말뚝이음단

가 중 연결부 재료비의 부담 주체는? 

(단가설명서) “이 단가는 PHC말뚝간의 이음을 위한 비용이며, 개소당 2조의 용
접밴드를 사용하여 이음하는 것으로 개소당으로 측정한다.”라고 
명시됨 

(자재구매시방서) “용접밴드(외경 400㎜, 2개1조) 포함”이라고 명시됨 

[갑설]  단가산출서상의 PHC 말뚝이음란에 용접밴드라는 명칭의 원가를 반영하였

기에 PHC 말뚝이음의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함. 

[을설]  PHC 말뚝이 관급자재이며, 단가설명서상의 내용 및 자재구매 시방서에 명

기된 내용과 같이 용접밴드 2조가 관급에 포함된 바 용접밴드 재료비는 

발주처가 부담해야 함

 회 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처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

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

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

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며,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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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탁방지막 설치를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583, 2008.09.03

 질 의

항만공사에 있어서 설계서에 오탁방지막설치에 대하여는 특허공법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에는 견적가로 표시되어 있고 견적서에는 특허

로 명시된 경우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

물 물량내역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의 참

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는 설계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8. 세륜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반영여부

법무지원팀-5039, 2007.12.17

 질 의

<개요> 
당초 계약에 없던 세륜기를 설치함에 있어 전기인입공사비를 반영토록 요청하였

으나 임시전력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으므로 곤란하다

고 하는 바, 전기인입공사를 도급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세륜시설을 가동

하기 위한 전기공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도 별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

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

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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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의 취지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9. 설계변경 관련 자재 할증 적용 

현아 제2005-97호, 2005.02.22

 질 의

최초 도급계약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수목식재 재료의 할증수량을 설계에 반

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

호에 정한 설계서에 있어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작성시 또는 계약

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할증적용과 같은 품셈적용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과소 계상하다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

한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0. 설계변경 관련

법무지원팀-20, 2005.07.08

 질 의

대학교증축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는 냉난방 공기조화공사에만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설계변경

을 하였는바, 이러한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여부



제5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251 -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19조의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 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에

게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

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

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

서에 포함되었던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를 삭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목적, 성질, 규모, 당해 계약조건 및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공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시한 내용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11. 설계변경 가능 

법무심사팀-1392, 2005.04.19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

류(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등)를 감리단에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는 

서류를 반려하면서 서류일체를 완벽하게 꾸며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본까지 

요구하고 있는 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제54조제6항에 규정한“ 감리원은 발주청

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3항 서류를 제출 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한 서류

를 작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완벽하게 제본까지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

인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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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등 동 예규 제19조의7 

각호의 사항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설

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예규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 질의의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의 국

가계약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대상은 아니며, 다만, 계약상대자가 동 지침서에 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첨부서류(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

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서류의 양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수준 및 계약의 관습에 부합되는 

정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12.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법무지원팀-1257, 2005.10.10

 질 의

질의 1 : 수의로 체결한 총액계약에 있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

경이 없는 경우 철골부재의 수량산출에 따른 할증율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2 : 파일항타를 함에 있어 파일 길이가 당초 설계 및 산출내역서와 달리 시

공된 경우 감액이 가능한지

 회 신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제19조의2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산출내역서는 동 

예규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산출내역서의 누락 

또는 오류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

이며,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근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규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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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한 설계서대

로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서가 변경되어 공사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물

량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건 제2005-04호, 2005.03.03

 질 의

1.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

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데 여기서 “예정가격단가”

가 동 예규에 명시되어 있다해서 반드시 설계변경시 발주처 자체의 예정가격단

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

량의 단가는 동조 제1항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

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1항제1호의 단서에 

의거 설계변경 단가적용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단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

금액으로 하여 산정하는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각각 분리하여 산정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

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

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의 단가는 원칙

적으로 동 예규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용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

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예정가격단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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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동

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

비, 경비로 구분 작성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

단가와 예정가격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고,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되지 않고 합계단가만 있는 경우에는 계약단

가와 예정가격단가의 합계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14.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242, 2005-12-27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정보고 후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완료 및 기성대가 지급이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

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계변경

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서 물

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해 계

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며, 당해 계약이 준공(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을 말함)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단가 재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그 사실관계 및 당초 설계변경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조치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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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식단가 설계변경시 단가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411, 2005.10.27 

 질 의

‘자동수문 유압시스템 설치비 1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공의 한 항목을 설계변

경하면서‘자동수문 유압시스템 설치비 1식’에서 재료비를 분리하여 사급자재대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1식단가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료비를 분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공

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

가)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

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공종의 구성비목에 변경내용의 구성비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담

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당초 산출내역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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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법무지원팀-340, 2008.01.28

 질 의

내역입찰로 발주한 “○○국도확장공사”에 있어 2차공사의 설계도면의 계약목적

물인 교각(교대)을 완공하고 해당차수의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로서 3차 시공중 

발주기관으로부터 2차공사의 대가지급에서 누락된 교각부분의 터파기 되메우기 등

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20조에 의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 차수 준공대가가 지급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가 잘못 책정된 경우의 계약금액 조

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2, 2005.07.07

 질 의

설계용역입찰에 있어 설계용역비의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설계대상 목적물

에 대한 추정 공사비 산정의 잘못으로 예정가격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경우 낙찰 

및 계약 체결된 이후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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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 및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현행「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

우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가 되는 가격자료(설계

용역 대상목적물의 추정 공사비) 작성의 오류, 또는 예정가격 조서상의 일부품목

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

18. 규격․가격분리입찰로 집행된 계약 건 규격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44, 2005.07.11

 질 의

규격․가격분리입찰 방법으로 계약한 ○○도시철도공사 수요 “전기동차 내장재

교체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자 A가 계약서상의 당초 입찰규격과는 다르게 규격

입찰 참여업체인 차순위자 B가 제시한 규격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품의 규격은  계약예규「물품구매계

약 일반조건」(현행「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

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는 

것이나,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체결당시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

생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7항에 의거 동법동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동 예규 제3조에 의거 계약문서의 일부인 규격서의 내용을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규격변경의 예측가능 여부 및 불가피

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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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성대가 수령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41, 2010.02.26

 질 의

○○지역 □□시설신축공사 시공중 생활관 물탱크실 터파기시 경암이 발생되어 

암 판정 시험의뢰결과 계약내역서상 연암(1689㎥) 중 일부(321㎥)가 경암으로 판

정되었습니다. 이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어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발

주처의 승인 전에 경암 부분까지 연암으로 산출하여 기성대가를 신청하여 수령하

였습니다. 여기서 설계변경의 원인이 되는 연암전체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라도 준공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해당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

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는 경우

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계

약금액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예규 제39조의

2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내용 및 계약이행과정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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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하자보수 완료후 원가계산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법무지원팀-1396, 2005.10.26

 질 의

창호공사를 2003.7.19자로 계약체결(공사기간 ‘03.7.22~’03. 8.30)하여 하자보

수기간이 만료된 공사입니다. 

질의 1) : 입찰공고전 기초금액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시 창틀 면적을 잘못 

계산하여 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전자입찰로 경쟁입찰에서 낙찰

(86.745%)된 계약금액을 반환하라 하면서 반환금액은 100%로 계산하

였는데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공사준공 후 감독관 및 학교실무자 입회하에 준공검사까지 완료했고, 

하자보수기간도 다 끝났는데 창문틀 주위에 페인트가 덜 시공되었다고 

하면서 부족한 만큼의 페인트 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반환 여부

 

 회 신 

<질의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였다면 당해계약은 이미 종료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 계약과 관련한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소 사유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의 과다․과소 산출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금액 반환은 곤란한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는 동 예규 제35조에 따라 하자담

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고, 동 최

종검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최종

검사에서 발견된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만료한 후 하자보

수 확인서 발급여부 및 최종검사의 결과 등에 따라 판단되어질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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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법무지원팀-1402, 2005.10.21

 질 의

〈질의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를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공사착공부터 현재시점까지 누적증가금액이 10%이

상인지, 금회 증감액이 10%이상인지 여부?

〈질의 2〉

질의1에서 증감액은 물가상승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도 제외되는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

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시행령」제162조에 의한 예산

집행심의회 또는「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 경우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약의 100분의 10이상"이라 함은 각각

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최초 계약당시)의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조정금액”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

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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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중 추가물량의 계약내용 변경

법무지원팀-2476, 2007.6.20

 질 의

무대기계장치 구매설치 계약이행중 동일한 현장에서 시설확충에 의하여 무대기

계장치를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호환성 유지와 하자보수 유지를 위하여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예상치 못한 사실의 

발생 등 필요에 의하여 당초 계약물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5조제7항에 따라 동조 제1항 내지 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초의 계약에 대한 설계의 변경으로 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분

리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제조(설치)물량의 내용, 계

약체결시 예측가능여부와 당초 계약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3. 면적의 변경이 없는 자재규격의 변경시공과 설계변경

인터넷질의 2009.11.03.

 질 의

“○○신축공사”의 시공 중 발주처의 구두에 의한 작업요구로 당초 내역서상의 

자재(타일)규격을 200*250에서 600*300(대형타일)으로 변경 시공하고 실정보고

를 한 경우 발주처는 타일의 변경은 승인하면서도 타일총면적의 변경이 없는 단순

규격의 변경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지?

 회 신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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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자재(타일)의 변경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공사자재의 총면적의 변화가 없이 단순

한 규격의 변경만 있더라도 설계변경이 가능함.

24.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

법무지원팀-58, 2005.07.07

 질 의

청사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에는 당초 외벽 마감공사시 인조 라임스톤

을 벽건식(반건식)공법으로 부착토록 되어 있으나, 외벽시공 벽건식접착은 줄눈시 

공등이 불가능하므로 자연석의 외벽시공방법인 건식(L형 철물 스트롱앙카 석제 본

드) 시공 방법으로 변경코자 발주기관에 시공방법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철물 등 부착시공에 필요한 재료가 추가됨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

기관과 의견이 상이한 바, 이 경우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검토한 결과 특정 공종의 시공에 

있어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상의 사유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설

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동조동항제4호 및 동 예규 제19조

의5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초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의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

계서, 특정 시공방법의 현장에서의 적용 부합여부 및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제5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263 -

25. 설계단가 과소산출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1, 2005.07.07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예정가격작성시 특정품목의 가격을 시중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공사금액이 과소하게 산출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

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

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가

격 작성의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근거를 작성함에 있어 

표준품셈 적용에 착오·오류가 있다거나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설계내역서의 

단가에 비해 계약상대자가 동 예규 제2조제6호에 따라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단가

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

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 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설

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6. 장기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심사팀-1292, 2005.04.14

 질 의

1. 공사시방서상 연약지반처리공은 시공관리계측기기에 의하여 시공 중 자동연속기

록에 따라 실시공량을 정산토록 규정됨 

2. 이에 따라 시공 완료 후 구간별 평균심도를 재산정하여 설계변경하기로 협의됨 

3. 따라서 기성검사원 제출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에 따라 개산

급으로 차수별 준공하였음

4. 위 경우 제2호내지제3호의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차수별 준공

시 설계변경이 안되었으므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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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

조의2제1항에 의하여「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준공대가의 경우

에는 동 예규 제27조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공사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격한 경우 동 예규 제40조에 의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차수계약의 공사가 동 예규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하여 

준공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당해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이므로 동 계약과 관련한 설

계변경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규정상 개산급에 의한 준공은 인정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7.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777, 2007.07.10

 질 의

1. 계약현황 

단체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서 당초 납품일자는 2007.6.9일이었으

나, 2007.3.19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2007.5.25일 설계변경에 대한 서면 승인통보시 선시공 후 설계변경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설계변경 승인내용대로 2007.6.13일 납품을 완료하고 같은 날자로 

납품검사가 완료된 상태이나, 발주기관 사업부서에서 납품기한이 지난 2007.6.12

일 계약부서로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계약부서 담당자는 납품기한이 지나고 설

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시공 하였다는 사유로 

아직까지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의내용 

① 상기내용으로 볼 때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② 설계변경이 불가할 경우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 

③ 지체상금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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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

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우선시공을 승인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설계변

경전 시공은 정당하다할 것이며,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

구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22조에 의한 대가(장기계속계약

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면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동 예규 제24

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 예규 제25조

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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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

의 중복적용 제외 여부

법무지원팀-274, 2007-01-22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업증설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의 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신규비목이 물가정보지에 없는 조립품인 경우 견적서상의 경비 및 이윤을 원가

계산서상의 경비와 동일한 경비로 보아 경비의 중복적용으로 간주하고 경비를 내

역서상에서 삭제한 순수자재비와 인건비만을 적용하여 사급자재비로 적용해야 하

는지 여부 및 신규비목에 포함된 자재비+인건비+경비 및 이윤을 하나의 자재비로 

보아 사급자재비에 반영해야 하는 지 여부. 

(질의 2) 
신구비목에 현장내에 이미 사용중인 조립품(제어용 판넬)의 내부 개조작업으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받아 타사의 견적으로 설계변경 하였

으나, 견적서상의 자재비+인건비+경비를 내역서에 반영함에 있어 경비를 (질의 1)

의 내용과 같이 중복경비로 간주하여 삭제하여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해당 비목등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

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란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따라 설계변

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견적가격 등을 의미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여 별도로 가산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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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법무심사팀-770, 2005.02.25

 질 의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원가계산서상의 고용보험료가 과다계상 되

었다고 하여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바, 원가계산상 고용보험

료의 과다계상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되는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며, 정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의한 개

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정하

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사후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할 수 없으며, 또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규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산출내역서상의 일

부 비목 단가의 과다·과소계상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단가산출의 과다·과

소계상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0.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방법

법무지원팀-27, 2008.01.03

 질 의

2002. 4.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5차수 까지는 당초 내역서 요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받아 왔으나, 발주처에서 5차까지 및 현재 6차분의 설계

변경 금액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재정산을 요구받았는 바, 

이런 경우 최초 내역서 요율대로 적용하여 금액조정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 조정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하여 정산을 해야 하는지 

또는 금차분만 금년도 요율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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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20조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고, 계약금액의 조정청구는 동 예규 제20조제9항

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

야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계약금액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

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4항과 동 예규 제20조제

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

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경부장

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준공대가를 수령한 각 차수별 계약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1. 설계변경에 따른 사급자재의 제경비 계상 여부

법무지원팀-364, 2007.01.25

 질 의

설계변경분에 대한 변경계약을 완료하고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발주처에서 아래

와 같이 정산을 요구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1) 설계변경당시 관급자재의 증가분을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있어 발주기관에서는 

원가계산시 해당 사급자재에 대한 제경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하는 바, 이에 대

한 타당성 여부. 

2) 설계변경당시 원가계산서상의 제경비(산재보험, 안전관리비 등)의 계산착오로 적

게 계약된 부분을 정산을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

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금

액조정 시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전이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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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7조에 의한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

에 대하여는 동 예규 및 관련법령에 따라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32.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과 기타경비의 계상방법

법무지원팀-1085, 2006.04.04

 질 의

설치조건부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설치장소 변경 등 설계변경시 현장여건과 구

조체가 크게 변동된 경우 모든 품목을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

액 조정을 하여야 하는 지? 또한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서에 기타경비로 포함된 

운반비, 기계경비를 별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제조구매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이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7항에 의하여 당

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경우가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다

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조건, 산출내역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270 -

33.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다른 사유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는?

법무지원팀-553, 2005.08.29

 질 의

“○○신축공사”터파기 및 파일공사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황이 설계서와 다른 사

유로 설계변경을 했을 경우의 설계변경 책임소재 및 적용 단가는?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

호에서 정한 당초 설계서의 내용대로 시공할 경우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만약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 기관과 계약상

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

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상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4. 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법무지원팀-194, 2005.07.15 

 질 의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축물 일부는 계약물량이 감소되고, 다른 

건축물의 일부는 증축으로 물량이 증가된 바,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갑설) : 당초 계약 물량과 전체 물량을 대비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신규비

목, 동일물량에 대하여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을설) :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되는 물량 전체에 대하여 협의 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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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동일한 계약 건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

제하는 공종과 증가하는 공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비목에 있어는 감

소되는 공종의 비목과 증가하는 비목의 물량 부분이 동일한 수량까지는 당초 산

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감소된 수량을 

상쇄하고도 순증하는 물량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

금액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35. 가시설 강재손료(시트파일, 띠장) 기간의 추가적용시 신규비목 

여부

인터넷 질의  2011. 07. 25

 질 의 

당 현장은 〇〇기관에서 발주한 〇〇청사 신축공사 현장이며, 계약은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항에 따른 적용단가와 관련한 질의

입니다. 물량내역서 품명에 손료6개월이 표기(하기 변경전후 물량내역서 참조)되고 

실시설계 도면상 「건축지하층 시공 완료후 되메우기를 실시하면서 하단 E/A부터 

단계별 해체」로 명기되었으며, 예정공정표상 12개월이 예상됨에 따라 손료 12개

월 산정으로 발주처 승인을 득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설](기존 내역서

에 있는 동일한 성능, 규격(품목)으로 판단하여) 추가되는 강재손료 6개월은 단순

히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로 해석하여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

지, 아니면 [을설](당초 내역서에 있는 그 자재의 성능, 규격(품목) 등과 다른 경우

로 보아) 손료기간이 증감된 그 자재는 신규비목으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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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손

료사용기간이 증가되는 경우 그  손료(사용료)는 사용기간의 연장에 따라 증가되

는 사용료를 산출한 후 협의에 의하여 새로운 단가를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처음부터 12개월의 손료로 계산한 후 당초의 손료를 감하여 증가

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당초의 6개월분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6개월분만 따로 

산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나 전체적으로 물량자체가 증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

다. 따라서 동일한 자재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12개월로 처리하

여 증감액을 산출하되 당초의 사용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 그렇게 처

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의 6개월분을 산출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6. 설계변경시 단가적용과 실적공사비 단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00, 2010.07.21 

 질 의

발주처 요구에 의한 추가공사시 도급내역에 있는 추가물량에 대하여는 저의 감

리단은 계약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계약상대자는 신규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견해가 맞는지? 실적단가 적용시에도 낙찰율 또는 협의단가를 적

용해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의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 단가

(A)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A+B)/2]으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산정한 단가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변경으로 발생된 신규비목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단가가 발

표되어 있는 경우라면 단가 결정은 현행 규정대로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설계변

경당시 단가를 기준으로 낙찰율을 감안하여 협의하되, 동 단가협의시 신규비목에 

대하여 발표되어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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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S 조정후 발주처 요구로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법무심사팀-173, 2005. 01. 12 

 질 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04.12) 

- 설계변경 시점(‘05.01)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는 설계변경 시점의 거례실례가격이나 건설공사표준품

셈,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을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8. 설계변경과정에서 단가적용 오류시 정정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08  2011. 07. 26

 질 의

국가기관의 사정으로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선시공지시를 받아 시공 중에 설계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과정에서 특정 공종의 누락과 단가적용에 

있어 설계사의 실적단가 적용해석 오류로 잘못된 단가로 변경계약이 완료된 경우

에 정당한 단가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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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내지 제

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됨이 없이 당초 설

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후 동 조정금액에 대하여 다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정에

서 물량 또는 단가산정에 명백한 착오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재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당

해 계약이 이행 중에 있는 경우라야 가능할 것이며, 해당 계약이 준공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임의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9. 공사원가에 반영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가 실제로 납부한 것과 

다른 경우 정산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3889, 2006.11.27

 질 의

“○○청사 개축(건축)공사”의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비,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환경보전비 등은 관련법령 또는 해당부처의 고시에 따라 미집행액에 대한 정

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 없는 바, 공

사비에 책정된 건강 및 연금보험료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다른 경우 정산이 가

능한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

며,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 법령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

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건강 및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당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

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상된 보험료보다 적게 납부하였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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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는 정산할 수 없을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

지급시 전액 감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0. 폐기물처리 정산관련

법무지원팀-599, 2005.8.31

 질 의

당 현장은 발주기관과 폐기물업체와 계약이 되어있는 분리발주 현장입니다.(실적

정산) 현재 공정율은 50% 정도 진행한 상태인데 반해 폐기물 반출현황은 계약물

량을 초과 반출된 상황으로 건설폐기물의 계약시 건축공사표준품셈의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폐기물의 수량이 당초 계약

물량을 초과하여 증가된 부분을 정산코자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인정하지 않으려하

여 정산받을 수 있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여부, 표준품셈 이외의 환경부에서 

적용하는 폐기물처리비 계산근거 자료가 있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폐기물의 처리를 발주기관이 당해 공사계약

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직접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당초 폐기물처리업체간

에 약정한 물량에 상당한 폐기물의 처리는 당해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이를 수

행하여야 할 것 이나, 그 외의 물량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특약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7조제7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 당해 폐기물

을 자기 부담으로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고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할 것입니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처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정한 폐기물량에 추가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및 당초 발주기관이 

당해 시공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량을 산출함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폐기물의 처리량을 다시 산정하고, 공사현

장에서 계약상대자가 추가 발생된 폐기물로 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즉시 당해 추가된 폐기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에 정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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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별도 발주하거나 당해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

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폐기물 발생량의 산출 및 그 처리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 여부 등

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41. 개산계약의 정산시 실제 발생비용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법무지원팀-654, 2005.08.24

 질 의

국가기관과 사후원가검토조건의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연구개발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발업무가 지연되어 당초의 납기가 경과한 후에

도 계약이행을 위한 개발 작업을 하였으며, 납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추가조치 

및 계약이행’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요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당초 조건부로 

기간연장 승인한 건에 대하여 승인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건부승인

을 취소하고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조치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는 수행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통보를 받은 바 있는 

바, 이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정산을 함에 있어 납기이후 투입된 인력 등에 

대하여 정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단, 계약기간 연장은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나 납

기 이후 투입인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았음.)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에 의거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발주기관이 입찰 전에 정한 사후원가검토기준 등에 의

거 원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후원가검토기준이 있고 계약금액의 정산에 관하여 특

약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준 및 특약의 해석은 당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약으로 계약금액의 정산시점을 최종납기를 기준

으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용역항목 또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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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업내용서에 정한 업무 이외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로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현행「용역계약 일

반조건」) 제20조에 의거 검사에 합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수한 용역목적물

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계약금액에 포함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귀 질의 내용이 원

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

초의 과업내용 및 발주기관이 요구한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에 해당되어 검사를 

거쳐 인수한 용역목적물 인지, 또는 그 용역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서는 계약상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필연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인력 및 자재 등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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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 

1.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66, 2008.02.12

 질 의

“○○조성공사” 계약이행에 있어서,

〈 질의 1 〉

토적집계표상의 터파기, 되메우기 수량이 설계예산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의 2 〉

강관 부설 기초공사에 있어서 시방서에는 모래나 콘크리트 기초로, 도면에는 콘

크리트 기초로 되어 있으며, 수량산출서에는 모래부설의 수량이 산출되어 있고, 일

위대가상에는 모래부설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래자재대가 누락된 경우 모래 자재대

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 질의 3 〉

설계도면 수량과 실제 시공 수량이 다를 경우의 수량변경 가능여부? 

〈 질의 4 〉

강재를 도면상에 곡선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상에는 곡선설치(밴

딩)수량이 반영되어 있으나 설계서상에 곡선설치 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

능여부? 

〈 질의 5 〉

도면에는 있으나 설계서상에 수량이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하는 것이나,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나 품셈적용상의 문제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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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3, 4, 5에 대하여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등 동 예규 

제19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 등 당해 공사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설계서대로 이행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

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

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귀책사유,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

야 함.

2. 알루미늄 창호공사

법무지원팀-641, 2005.09.01 

 질 의

총액 입찰로 장기계속 공사를 하는 중 창호공사의 알루미늄 BAR의 

THICKNESS가 도면 시방서에 명시가 없으나 일위대가상 명시되어 도면, 시방서

와 일위대가가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1) BAR의 THICKNESS는 일위대가를 따라도 되는지 

질의 2) 두께 및 SIZE 변경시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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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만으로는 투입자재의 규격 등을 확정할 수 

없는 등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서는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설계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1항 및 제2

항 또는 제19조의5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해당 공사의 단

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위대가표는 예정가격 작성 등의 기준을 제사하는 

것이나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에 의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

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지 등 설계변경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 설계

서의 내용 및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총액입찰공사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4, 2008.04.08 

 질 의

○○공사에서 총액입찰공사로 발주한 □□정수지증설공사의 설계서가 다음과 같

이 불일치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공사시방서〉Sheet Pile 의 설치수량은 도면에 표시된 거리에 의함 

〈설계도면〉정수지 2지에 대한 Sheet Pile 및 Wale, Strut 가시설 반영 

〈현장설명서〉정수지 신설 수량 : 2지로 표시 

〈물량내역서〉Sheet Pile 공 수량 : 1nr(개소)로 표기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

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

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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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량내역서 누락공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단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78  2011. 05. 11

 질 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최저가 낙찰제(내역입찰) 방식으로 낙찰 받아 시공 중인 ○○

도로건설공사의 포장공 쇄석골재생산 및 운반공종이 물량내역서상 누락되어 발주자

에게 실정보고를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단가적용의 방법은? 

<갑설>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

계변경의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2항이 작용되므로 협의 

단가를 적용함 

<을설>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이므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

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적용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귀 질의와 같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거 설계변

경을 하는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

라 설계변경당시 단가(A)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B)의 범위 안에서 발주

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성립시에는 중간금액[(A+B)/2]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 품질관리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심사팀-902, 2005. 03. 11 

 질 의

관급자재 이외의 자재에 대한 시험비가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품질시험사를 채용중인 경우 

시험에 소요되는 자재와 시험사 인건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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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품질관리비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7호

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인건비를 포함)을 말하며, 품질시험관리인 비용은 간접노

무비에 계상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품질시험사의 경우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

규칙」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1에의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품질관리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당해 품질관리원의 인건비를 동 작성기준 제18조제3항제7호에 

의하여 간접노무비로 공사원가에 반영한 경우라면 별도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

을 것이며, 관급자재 이외의 자재에 대한 시험소요비용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설계서에 누락되었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관련 규정·기준 및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

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동 확인 결과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라면 동 예규 제

19조의2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6.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174, 2006.01.16 

 질 의

질의 1. : ○○건설공사 시공에 있어 관계법령상 강관동바리(3개월 7.0m 이하, 

2단 보강)로 적정하게 설계된 것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스템동바

리로 변경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적용단가는 ?

질의 2. : ○○건설공사 시행중 공종별 물량내역서 및 계약내역서에는 합판거푸

집 3회로 산출되어 있으나 공기부족 및 거푸집 존치기간에 따른 전용

회수 부족으로 합판거푸집 2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계변경 가

능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설

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

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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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에 누락, 오류 또는 설계

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거나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

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현행 : 계

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

우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설계변

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상대자

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발주기관의 확인 및 변경 승인 등을 받지 아니

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로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한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후승인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당초의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이 경우 설계변경사항은 설계서,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승인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현장여건,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7. 1식단가 공종의 경우 당초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 적용여부 

법무심사팀-602, 2005-02-21 

 질 의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의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

표면에서의 제거대상 물량기준이 설계도면, 특별시방서, 물량내역서에 서로 상이

한 바,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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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

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

켜야 하는 것이므로 철거대상의 기준이 되는 설계물량도 동 규정에 정한 바에 따

라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제19조의2제2

항 각호의 적용방법은 동 규정, 설계서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8. 신규단가 관련 

고객지원센터-166, 2005.05.24 

 질 의

공사계약을 이행하던 중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산출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예규 제19조의2에 의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

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귀

책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및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

서의 착오로 인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

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

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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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계변경 단가적용 

법무지원팀-1481, 2005.11.01

 질 의

○○공사를 내역입찰로 발주 받아 장기계속공사로 기존 하수처리장을 고도화시

설로 개보수하는 공사로 포기조 개조 공사 중 간벽 및 유출수로, 웨어중 일부가 

설계에 누락 및 오류로 설계변경 없이는 하수처리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여 

신규 누락분에 대하여는 실정보고 승인을 득하였으나 규격 오류분 및 증가분에 대

하여는 단가적용에 대한 의견이 발주처와 상이하여 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갑설) :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를 근거로 한 기존 1개소(식)의 단가가 규격이 변

경되므로 신규단가로 금액을 적용 

을설) : 규격변경 시 기존부분은 기존단가로 늘어나는 부분만 신규단가로 적용하

여 신규품을 산정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예규 제19조의2에 의거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신규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은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신규 품목 또는 비목이라 함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

2호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품목이

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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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립식 강관동바리의 신규비목 적용 

법무지원팀-1395, 2005.10.26

 질 의

설계도면상의 구조물 높이가 약 15m인 구간이 있으나 조립식 강관동바리 적용

비목은 계약에 없는 경우, 작업여건상 조립식 강관동바리를 15m 높이로 설치하여, 

이 구간의 수량은 신규 비목인 조립식 강관동바리 10m 초과 20m 이하로 일위대

가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발주기관을 대리해 감리단에서는 

10m 이하 비목품을 우선 적용하고 그 이상의 5m 구간만 신규비목으로 인정하여 

할증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동 비목을 신규비목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감리단 주장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

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가 설계

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물

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발생 사유 및 계약상대

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신규품목"(또는 비목)이

란 동 예규 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계약시 계약상대자가 제

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에 있는 동

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신규

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산출내역서, 성능,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

원이 사실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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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될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3, 2008.04.04 

 질 의

1식단가인 품질관리비가 당초 설계수량을 초과하여 시험비·단가산출서와 설계

에 반영되지 아니한 품질관리항목 등이 발생한 경우 실비정산으로 설계 변경하여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19조의5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품질시험비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

식으로 작성된 1식의 단가로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시험방법, 시험횟수 등

의 변경으로 그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

계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12. 신규단가 관련 (설계서 불분명)

1AA-0505-004756, 2005.05.17  

 질 의

공사계약을 이행하던 중 설계도면에 의하여 산출한 수량산출서가 잘못 작성된 

것을 발견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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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예규 제19조의2에 의한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

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귀

책사유로 보아 설계변경 및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

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닌 수량산출

서의 착오로 인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입

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

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13.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 불분명)

법무심사팀 1398, 2005.04.20 

 질 의

여굴 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에는 별도내용이 없고 설계도면요약보고서에 “여굴 

두께 15cm(숏크리트 7.5cm + 콘크리트 7.5cm)"를 적용토록 표시되어 있고, 공사

시방서에는 ”여굴 부분은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물량내역서에는 여굴버럭처리비와 주자재인 레미콘(콘크리트자재) 및 시멘

트(숏크리트자재)는 반영되어 있으나, 숏크리트 부자재인 모래, 자갈 및 혼화제(급

결제)는 누락되어 있고, 수량산출서에는 버럭처리, 자재수량, 시공수량 등 여굴 수

량 전체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반영된 비목 또는 물량으로서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공사목적물 달성에 필요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누락 등으

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의2제1항에 의하여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

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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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서의 불분명에 의한 1식단가 공종의 설계변경 

법무심사팀-885, 2005-03-15 

 질 의

기존교량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그 철거 대상이 되는 하부구조의 유수부와 지표

면에서의 제거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설계도면은 없으며, 물량내역서에는 1식

으로 표기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

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로 명

시되어 있으나 시공전 공사감독관이 공문으로 “유수면에서나 지표면에서도 하상에

서 1M 이하까지 철거할”것을 통보해 온 경우에 물량내역서에 1식공종으로 표기된 

철거대상의 설계물량 산출기준 및 계약금액조정방법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

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 각호의 어나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라

면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

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철거대상 물량 등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

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

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계

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

용하는 것이며, 세부품목 또는 비목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문서가 제출되

지 않은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동 문서로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귀 질

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당초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달리 시공토록 통보한 것인지의 

여부는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정한 바에 의하여 확인된 철거대상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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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발주기관이 당초의 공사시방서와 다른 내용으로 통보한 철거대상 물량을 상호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동 비교 결과 철거물량의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

라면 동 예규 제19조의5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조정 가능 여부는 관련 규정, 설계서, 현장여건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

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15.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50, 2008.06.03 

 질 의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물량내역서의 수량이 2,000m 정도 오류(수량산출서상 

계산오류)를 발견하고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였으며, 시공도중 공사시방서

에 따라 시공기간 동안 감리자에게 보고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

유로 물량내역서의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상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동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불이행하고 시공한 이유만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 하는 바, 

1) 이행전에 설계변경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

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설계변경이 불가한 

지요? 

2) 현장설명시 제공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실시공에 의해서만 시공물량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행전 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 후 공사감리자에게 보

고 하였지만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행전에 설계변경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

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설계변경이 불가한 지요?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3에 따라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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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

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서의 오류, 불분

명 또는 현장상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공사감독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공사의 수

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범

위에서 정한 내용과 당해 계약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이행중 설계변경에 대한 실정보고를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반드시 설

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계약

문서, 설계서, 통지문서, 현장상황 등의 제반여건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6.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 불분명, 누락, 오류)

법무심사팀-1043, 2005.03.29 

 질 의

보온공사가 포함된 현장설치도 조건의 물품구매계약에서 당초 계약체결 당시에

는 보온공사에 대한 일반사항만 있었을 뿐 상세규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체결후 

이를 확정하고 현장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보온재 Angle 설치가 상세규격상의 도

면과 달리 누락 시공된 경우로서 동 누락에도 불구하고 시공상의 품질확보에는 전

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를 물량감소가 된 것으로 보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 신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13조제1항에 의거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에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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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발주기관이 제시한 규격서 등에 당해 물품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

상대자가 동 예규 제3조에 규정된 규격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을 설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

라 계약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55조 및 동 예규 제19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귀 질의와 같이 상세규격에 설치토록 규정된 조립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누락하여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동 예규 제9조에 의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물품의 증감 조절할" 사항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계약내용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계약이행으로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사

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조립체의 

설치누락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결정함에 있

어는 계약목적물의 특성,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동 조립체를 설치하지 않고

도 구매목적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제품으로서의 보존에 충분한지의 여

부를 종합고려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17.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시공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428  2011.07.06

 질 의  

내역입찰로 발주된 “○○연구소 신축공사”에서 설비공사의 가스공사 중 가스

저장탱크공사가 설계되어 있으나 가스저장시설 중 가스저장탱크를 보호하는 콘크리

트 구조물(법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콘크리트구조물 도면 및 내역이 없습니

다. 이 경우 내역에 가스저장탱크가 1set로 명기되었다고 하여 도면에도 없는 콘크

리트 구조물을 설계변경 없이 포함하여 시공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공사

의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과정을 거쳐 건축에서 시공해야 맞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이나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서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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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

계서를 보완하되 제20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필요없는 것이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8. 설계내역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374, 2005.10.21

 질 의

〈 질의 1 〉
횡류식 생물 여과지 공사에서 설계내역서에 여재의 운반비 및 재료비만 반영되

고 설치비가 누락되어 있는 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질의 2 〉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 생물여재에 대한 여과공법회사의 견적금액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

는 것인 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이러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와 같이 동 예규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설계서가 아닌 예정가

격작성의 오류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추정가격

이 1억원 이상인 공사(수의계약 공사 및 대형공사 계약 제외)의 경우 물량내역서

도 설계서에 포함되므로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공사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

된 경우라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동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누락되었는

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함에 있어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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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정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또는 실적공

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가격에 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4호에 의거 견적가격에 의할 수 있는 것임.

19. 슬레이트(석면함유) 철거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비용 등이 누

락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669, 2008.9.09 

 질 의

폐기물관리법 시행이전에 계약 착공한 슬레이트 철거공사의 설계내역에 슬레이

트 해체, 제거 노무비에 슬례이트공 노무비 없이 보통인부 0.027인만 되어 있으

며, 또한 보호구, 비닐 등 재료비 및 노무비가 산출근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에 표준품셈에 의한 슬레이트공노무비와 소모품등에 재료비 및 인건비의 설계변경

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도중 관련법령 등이 제·개정되어 계약상대

자가 당초 계약내용이외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의무적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대

상은 공사공정예정표상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에 이행될 물량에 대

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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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부담주체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65  2011.06.15

 질 의 

최저가 내역입찰로 발주되고 동시에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 공사인 “○○ 

신축 전기공사”의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수요처에서 분리 발주하여 처리 중인 경

우라면 당초 예상보다 초과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인지 ? 

① 갑설 : 발주자와 폐기물처리업체 간의 계약된 폐기물 발생량보다 초과된 폐

기물의 처리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여야 함 

② 을설 :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분리계약 후 물량변경이나 계약금액조정은 

발주처와 폐기물처리업체의 관계에서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할 사안이므로 추가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발주자

가 부담하여야 함.

 회 신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폐기물의 처리를 발주처

가 해당 공사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직접 발주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

물처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서에 정한 폐기물량에 

추가되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당초 발주처가 해당 시공현장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의 처리량을 산출함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사

실을 확인한 후 폐기물의 처리량을 다시 산정하고, 공사현장에서 계약상대자가 추

가 발생된 폐기물로 인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추가된 폐기물에 대하여 

이를 폐기물처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 발주하거나 해당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와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추가 폐

기물량의 처리방법 및 그 처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

련 법령,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

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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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공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729, 2008.3.05

 질 의

“○○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한 물량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

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19조의2와 제20조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

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및 관

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2. 관급자재 수량 부족분에 대한 추가발주 또는 사급전환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85, 2005.08.02

 질 의

공사의 공정율이 현재 60%로서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내부공사 및 마감공사 등

을 진행 중인 바, 골조공사 등에 기 투입된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의 수량이 부

족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

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수량이 부족한 관급자재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지급이 필요한 관급자재의 타설, 조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등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설계서상의 관급자재물량이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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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13조제7항에 의거 관급자재 등의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

는 것이므로 발주처에서 당해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시공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부족한 수량의 지급을 요청한 

후 발주처로부터 공급을 받아 시공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추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자재를 임의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당해 

공사자재를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 없이 임의 충당하여 공사에 사용한 공사자

재에 대한 비용 및 당해 자재의 조립 등에 소요된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는 동 예

규 제20조 및 제23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관급자재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처리방법은 설계서, 시공당시의 정황, 계약이행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귀

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23.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1968, 2005-12-07 

 질 의

“○○전력설비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품셈적용오류, 노무비 누락 및 현장 

작업환경이 설계조건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의한 설계서(설계

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

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

닌 일위대가표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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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소산출의 사유라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임.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3제1항에 의하

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제2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4. 발주처가 입찰시 작성한 설계서의 오류로 인하여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하는 경우 

법무심사팀-1086, 2005.07.06

 질 의

공사입찰시 입찰참가자에게 배포한 설계서의 공종별 물량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규격오기, 물량누락)하여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하는 경우 신규 비목 및 자재

의 수량에 증감 이 발생한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국가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와 이 경우 신규비목 및 증감 수량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

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하였거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증가된 물

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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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이 입

찰시 작성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종별 물량내역서 등) 간의 규격이 상이하고, 물

량 누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

에 대한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

적인 경우의 신규비목 및 증가된 물량 등에 대한 단가적용방법 등은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25. 품셈적용 착오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심사팀-255, 2005.05.04 

 질 의

공사계약에 있어 품셈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설계서에 정한 투입자재 및 시공방

법이 공사현장의 구조물 시공에 적용하기 곤란한 바, 현장시공에 적정하도록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가 작성한 공사비 산정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

인 품셈기준 등은 그 자체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계서가 변경됨이 

없이 품셈적용 등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

액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

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는 

당초 설계서대로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계약목적

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

우로서 동 예규 제19조 등에 정한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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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73, 2005.07.29

 질 의

"○○지역 전기공사"를 총액입찰로 집행하여 계약 체결된 이후 공사 원가계산서

상의 한전인입비가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

에는 동 예규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설계금액 또는 예정가격산출조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27. 자재수량 및 수급방법의 변경시 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03, 2010.01.22

 질 의

○○신축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서에 일부 관급자재가 누락되어 수량조정 및 관

급자재의 사급대체 요청을 하여 감리단서 검토하고 발주처에 실정보고를 하였으

나, 철근·레미콘 등 추가공사비는 실정보고를 하지 않고 해당공사의 종료 후 감

리단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정보고 후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추가공사비를 

반영 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

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

조제7항에 의거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동 예규 제19조의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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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조제3항에 의거 그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관급자재의 수량과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등의 변경은 해당자재의 

수급상황, 공사의 안전과 품질 등 적정한 계약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28. 설계도와 계약내역서상의 시공자재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법무지원팀-272, 2005.07.22

 질 의

"○○시설 신축공사"의 보온재가 설계도상에는 석재 후면에 T=6으로 되어있고 

계약내역서에는 압출시티로폴 타설부착/석재부착으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

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

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동 예규 제1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

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량에 추가하여 시공할 공사

량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증가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

하여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입찰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라 함)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

능할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에 따른 공사량의 증감이 수반됨이 없이 단지 예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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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작성을 위한 참고자료인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

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단가산정에 오류·누락이 있다거나 단가를 과다·과소계

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 

29. 안전점검비 부담주체 및 설계서간 불일치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1, 2008.06.02 

 질 의

〈질의 1〉 
총액입찰로 계약한 “○○대학교 □□ 신축공사“는 정기안전점검대상공사이며, 

현장설명서에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원가 및 물량내역서
에 동 점검비용이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처에 동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질의 2〉 
위 공사의 파일시공은 EXT PILE(선단철판보강 파일)로 시공하도록 시방서와 도

면에 기재되어 있으나 공 내역에는 오거천공 PILE 내역적용으로 되어있으며, EXT 
PILE시공과는 상이하며 실제공사비가 3배가량 상승이 예상될 경우 설계변경이 가
능한지? 

 회 신 

-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

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19조의2와 제20조제2항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

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

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2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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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법무지원팀-79, 2005.07.19 

 질 의

인공조형물을 시공 중 1식으로 잡혀져 있는 F.R.P 조형물이 도면과 내역서에는 

F.R.P 조형물로 표기만 되어있고 상세도면이 없어 동 조형물의 시방서와 견적서

를 확인하니 E.P.S와 우레탄 코팅으로 하는 조형물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

나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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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

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

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31. 설계변경 가능여부 (설계서간 상이, 특정제품) 

법무지원팀-1983, 2005.12.08 

 질 의

교좌장치 제작설치공사에 있어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의 공법타입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정제품으로 시공토록 설계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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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는 물

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입찰

에 의한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

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4호

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

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

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

가피하게 특정상품(모델)을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대

로 이행하여야 하나,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 "(회제 

41301-965, '2002. 7.18)"(현행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

한경쟁법찰의 운용 제5조 제4항제5호에 흡수) 에 의거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

는 특정규격(모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제3절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경우 

1. 단위중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법무지원팀-821, 2005.09.09 

 질 의

운반토량 산정시 적용하는 단위중량이 당초 설계시 토사=1.8, 풍화암=1.9, 연암

=2.3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현장 토질시험결과와 상이하여 현장 시험결과를 활용

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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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

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공사량에 추가하여 시공할 

공사량이 발생하거나 공사량이 감소하는 경우라면 그 증감되는 물량 또는 신규비

목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

이나, 해당공사의 단위당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한 일 위대가표, 품셈 등은 예정가

격 작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나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

루는 것이 아니므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 등의 오류 등에 의한 사유로는 설계변

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설계서(설계서에 기재된 토량과 현장실측에 의한 토량에 차이가 있어 

설계서의 변동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

2.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가시설물) 

법무지원팀-970, 2005.09.27 

 질 의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내역입찰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구조물 

공사 중 교각이 원지반에서 깊이 -3.2m의 터파기(수량:1,687m3)로 설계되어 있으

나 Boring 조사한 결과 원지반에서 -0.6m에 지하수가 관측되고 토질은 N치1(원

지반:0~-6.8m)로써 초연약지반으로 Opencut로 터파기는 불가하여 터파기의 방법

을 토류판 또는 Sheet Pile로 변경할 경우 본 공사의 목적물이 아닌 가시설물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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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에서 정한 계

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

역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3

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

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현행 : 계약담당공

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도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계약금

액 조정 시 증감된 공사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은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

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 각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는 것임.

3. 작업현장 여건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여부

법무지원팀-297, 2008.01.25

 질 의

“○○정화사업” 계약이행에 있어서, 

1. 발주자가 입찰 전에 제시한 설계서에는 사업지구에 인접하여 가두리어장이 위치

하고 있음을 제시하지 않았음. 

- 작업주요공종인 해저바닥 패각류 인양작업의 경우 현 설계서에는 가두리에 피

해를 주는 썰물시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이 작업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설계시 : 1일1척 인량량 20㎥) 

2. 가두리어장의 위치가 사업지구로부터 50m이내에 있어 썰물시 짧은 시간에만 

작업을 할 수 있음(실제작업 : 1일1척 인량량 10㎥) 

3. 입찰전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하여 현장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요청 후 발주처의 

선시공후 변경계약 공문을 접수한 후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적조발생 등으로 인

한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중단 됨 

4. 발주자측 : 입찰공고에 사업지구에 인접하여 가두리어장이 위치하고 있음을 명

시하지 않았으나 현장의 작업여건을 확인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총

액단가 입찰임을 고려할 때 설계변경사유가 아님 

5. 시공사측 :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르므로 설계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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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제19조의3에 의거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 규정은 총액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됨.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시공방법, 발주기관의 지시내용,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

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 

4. 시방서 해석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가능여부

법무지원팀-4337, 2006.12.28

 질 의

2002년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인 “○○도로4차로확장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발

파로 인하여 인근의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진동 감소공법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자의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암발파 절취구간에 위치한 돈사, 모

텔, 주유소, 민가 등의 시설물의 소유주로부터 발파에 의한 소음, 진동, 비산, 분

진 등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설계서에 의한 절취공법으로는 정상적인 안

전한 발파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인들이 제기한 제반 문제점을 방지

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새로 제정한 도로건설지침(2004년)에 의거 발주기관이 지시

하는 발파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

정이 가능한지 

 회 신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또는 민원 등

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방법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

조의3 또는 제19조의5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동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상기의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를 

포함 함)에 해당되는 경우도 이로 인한 공사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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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동 예규 제3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봄. 

5.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

법무지원팀-4924, 2007.12.10

 질 의

〈질의 1〉
○○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상으로는 저수지 축조에 따른 이설

도로공사와 저수지의 제당 축조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나, 발주처 사

정으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음에 따라 연도별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시공의 우선순

위를 정하여 저수지 축조에 따른 이설도로공사를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이 과정에

서 발생하는 토석은 병행시공토록 설계된 저수지의 제당 축조공사에 바로 유용하

지 못하고 가적치를 한 후에 저수지의 제당공사에 유용하고 있는 경우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이설도로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저수지의 제당 축조공사에 일정한 규격으로 유

용, 시공토록 설계서(시방서 포함)에 명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석의 

규격을 유용이 가능한 규격으로 만들기 위한 소할 등의 비용이 설계서에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및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

의2 내지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한 귀

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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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현장설명서의 내용이 상이

법무지원팀-5096, 2007.12.21

 질 의

당사는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2006.2월에 계약체결 하였으나 발주처의 사

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치 못한 실정입니다. 당초 내역과 동일한 발주

처 및 동일 공종의 발주예정 공사를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설계변경 가능한지? 품

목구성이 비슷한 발주예정인 도로개설 또는 타 공사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증가되는 추가 공사의 규모, 변

경의 정도,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 여부 및 계약체결시의 예측가능성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7. 토질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법무심사팀-36, 2005.04.19

 질 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함수비 과다 및 지하수 유출로 설계서에서 정한 토질조건과 

달라 설계서의 내용대로(운반로 및 운반거리, 시공 장비, 성토재료 등)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

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제19조의3에 의하여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

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토질상태 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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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달라 설계서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은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조정하되, 증가된 물

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

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계약금

액 조정은 설계서, 현장상태(토질상태 포함),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

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8. 공사현장과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2964  2011.06.15

 질 의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계약을 체결한 “○○항 건설공사“에서 외곽 및 접

안시설 기초준설토(조합기중기선 70톤＋크램셜 2.29㎥)를 해상운반(예선 180HP＋

토운선 200㎥)하여 투기장호안에 접안 후 투기(조합기중기선 70톤＋크램셜 1.53

㎥)하도록 설계되고, 준설토의 해상운반거리(외곽시설 L=0.6㎞, 접안시설 L=0.2

㎞)에 따른 접안후 투기 위치가 명확히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공 도중 해상에

서 크램셜을 이용한 준설토 투기시 투기높이에 따른 준설토의 자유경사각을 고려

할 적 투기의 한계물량(외곽 및 접안시설 준설토 투기 설계물량 95,341㎥ 현설계 

해상투기 한계물량 15,937㎥, 해상투기가 불가능한 물량 79,404㎥)이 발생하여 

설계서사의 시공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책임감리원)의 

주장대로 계약상대자가 추가비용을 감수하고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

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발주처가 작성․교부한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 및 현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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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및 단가 결정 방법 

법무심사팀-356, 2005.05.19 

 질 의

시행중에 발견한(하천바닥에 하수도관 매설 등)장애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시설을 설치계획을 내고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가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변경시 

가시설에 속하는 항목, 신규단가 등은 다음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시공사의 요청에 의한 공법변경(신기술등 제외)등에 의한 경우

2) 발주처의 지시(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에 의한 경우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

정하는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등 공사현장

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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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현장이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과 설계변경(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였고 설계변경(안)을 발주기관

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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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포

함)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

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당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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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1. 신기술사용료 지급

법무지원팀-1329, 2007.04.04

 질 의

당사는 건설신기술 제336호 장대쐐기와 브라켓으로 구성된 암반파쇄기를 이용한 

무진동 암반파쇄공법(Super Wedge공법, 보호기간 ’02.06.14 ~’10.06.13)의 보유

회사인 경우로서 

〈질의 1〉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2〉
하도급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 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

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3〉
원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4〉
하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5〉
당사의 신기술로 설계되었으나 신기술사용료가 누락된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

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

37조에 의하여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동 예규 제3조의 계약문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

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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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료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

19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작성시 계상할 수 있으나, 당초 설

계서 등 계약문서에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에 의한 시공방법이 지정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임.

2. 건설공사에 신기술 적용 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2011. 06. 15

 질 의

「건설기술 관리법」제18조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

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되어 "A"건설사에 낙찰되어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A" 

건설사는 반영된 신기술이 아닌 다른 신기술로 변경 시공하려고 할 때 신기술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

는 바, 이 경우 당해 공사에 적용된 신기술을 다른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으로 변

경할지의 여부는 당해 공사의 특성, 신기술의 적정성,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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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기술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인터넷 질의 2011. 08. 10

 질 의

시공업체가 공사를 80%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에 따라 설계보다 

더높은 정압이 필요함으로 현재 설계된 투입구의 특허기술 및 제품보다 동등이상

의 우수한 새로운 기술 및 제품으로 설계변경하여 기존의 특허기술 및 제품의 결

함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4항의 새로운 기술. 공법은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재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는 바. 이는 국내외에서 새롭게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새로운 기술 외에도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법, 기자재 등이라도 정부설계의 동등이상의 기능

과 효과를 가진 모든 기술이 포함된다고 하며, 설계변경을 요구 하고 있는 

바, 건설기술관리법 제38조의7에 의거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새로운 기

술ㆍ공법 등이 아니더라도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

법ㆍ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

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에 따라 계

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

계변경사유 및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참고사항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실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

5항 내지 제6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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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 지정 보호기간 만료 여부에 대하여

법무심사팀-1055, 2005.03.30

 질 의

계약체결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공법 으로 

설계하여 시공 중 동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기술 공법으로 

설계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공법으로 계속 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제1항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공법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동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에는 기술 개발자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신기술 사용료 등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나 신기술보호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계없이 계약 상대자는 계약내

용에 따른 계약이행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초 설계된 신기술 공법으로 계

속 시공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된 신기 술공법 

이외의 방법으로 시공토록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공법을 제시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시공방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

여 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당초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공법으로 계속 시

공토록 할지 또는 새로운 공법으로 변경할지의 여부는 신기술공법의 활용성 및 

경제성,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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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해 절감액의 의미

규제개혁법무담당관-〇〇〇〇(2010.12.10)

 질 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터널이나 교량의 품질이 향상되어 유지관리비가 

현저하게 절감되거나, 발전소의 효율향상으로 연료비가 현저하게 절감되어 이에따

른 "절감금액"이 구분되어 산출이 가능하고 이를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로서 이때

의 "절감금액"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

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

액한다")으로 보는지?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

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절감액”이라 함은 당해공사 계약금액의 절감액을 의미

하는 것으로 준공후의 유지관리비 또는 연료비 절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설계서등 

계약문서, 관련기준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6. 신기술공법을 현장실정에 맞도록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3723, 2007.09.11

 질 의

<개요> 

“○○증평국민체육센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공법이 현

장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발주청의 동의 하에 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4

호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여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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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시공방법의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처리가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상황 

등, 제반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7.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법무지원팀-653, 2005-08-23 

 질 의

토목공사에 있어 강널말뚝(Sheet File)을 사용하여 토류벽을 시공함에 있어 발주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당해 공종의 규격란에는 진동식 또는 육상항타로만 기재되

어 있어 시공방법이 불분명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상의 장비규격으로

는 시공이 불가능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및 사용 장비의 규격변경이 불가피한 바, 

이 경우 

〈질의 1〉
위와 같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사용자재와 공법이 변경된 경우 신규비목 적용 및 변경되는 자재비에 대하여 실

제 구입단가 반영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동일자재를 사용하는 Sheet File에 있어 

그 형태가 Box Type에서 U Type으로 변경될 때 Box Type의 Sheet File이 감

량됨에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U Type의 Sheet File에 대하여 신규비목 또는 실제 

구입단가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 3〉
현장설명서에 “Sheet File의 일부 규격이 생산 중단되어 다른 규격으로 변경되

는 경우에도 규격변경으로 인한 단가변동은 없다.”고 한 경우에도 현장설명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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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

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

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동 조제2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

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 제1호에 의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

출서 또는 수량 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

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증감된 공사량에 대한 단가는 동 예규 제

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단가로 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

가로 하는 것이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를 포함)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동 조 제2항에 의거 

제1항에 불구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

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라 함은 당해 설계변경의 목적·사유·책

임의 귀속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들 요소들이 정부측에 귀결이 된다고 판단될 경

우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신규비목이라 함은 동 예규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

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 

규정 및 산출내역서를 토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특약을 정함에 있어는 동 예규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법령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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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계

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자체를 배제하는 등의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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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1절 계약기간 연장

공기연장

1. 설계변경 및 동절기 공기연장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508, 2005.08.24

 질 의

“관사 신축공사”에 있어 다음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1. 설계변경에 따른 공기연장

2. 건물부지내 자하매설물 이설 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3. 동절기로 인한 공기연장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

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등 동 예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

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26조에 의

거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

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

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계약기간의 연장승인 여부 및 연장기간의 산정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기간 연장의 불가피성, 발생된 사유 및 사업목적 달성가능

성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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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법무지원팀-3666, 2006.11.09

 질 의

〈질의 1〉
○○공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기간이 3년 연

장된 경우에 추가된 공사기간에 대한 간접노무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질의 2〉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가설건물, 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크러셔 부지 등의 지급임

차료, 산재보험료 및 계약보증서의 연장에 따른 수수료 등의 소요비용을 계약금액

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간접

노무비, 지급임차료, 산재보험료 및 계약보증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 각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76조

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및 1식 단가조정

법무심사팀-51, 2005.01.03

 질 의

1. 타워크레인의 단가가 1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설계서의 타워크레인 규격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공사부지 확장으로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2.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가설사무실의 손율을 재산정

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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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내지 제19조의6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1)에 대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

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

에 의한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사부지 확장에 따른 타

워크레인의 규격을 변경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의 단가가 세

부공종별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1식단가로 작성된 경우로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등)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

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구성내용

이 변경되지 않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

출서상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동 단가산출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라면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종의 설계

내역서상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상 금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

23조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여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연장되고 설계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손율을 재산

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이 없고 단순히 계약상대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가설사무실의 사용기간이 변경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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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경우 귀 질의 1), 2)의 사유가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

약금액조정은 설계서,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현장여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함. 

4.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법무지원팀-556, 2007.02.08

 질 의

물품구매계약(현장설치도 조건)을 체결하여 설치공사 수행도중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연장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 간접노무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산정을 발주처에서 제시한 기준인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하는 노임단가와 근로기준법상의 제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간접노무비 산정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실지급

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기계 및 전기공사 시공하도급업체의 현장인원 및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본사에서 실제 project를 수행하는 인원 또는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무인원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 신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당해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
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

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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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간접노무비 산출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임.

5.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3530, 2006.10.26

 질 의

〈현  황〉
현재 시행중인 용역사업은 2004.11.24. 입찰 공고하여 2004.12.21 계약체결하

고 2007.12.31.까지 3년간 차수별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약문서 등에는 이
미 입찰공고 당시 시행중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약을 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
2003.9.15.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 7. 9)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2〉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제3항5호에 의하면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
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2003.9.15. 이후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근로기준법
(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지? 

〈질의 3〉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 계약은?

〈질의 4〉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

-1047, 2004.7.9)에 대한 취지? 

〈질의 5〉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회계통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공포된 

2003.9.15. 이전인 계약 중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 
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건의 제반 비용이 계
약상대자의 일방적 책임으로 귀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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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질의 1, 2, 5에 대한 답변〉

용역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

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

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 

7.9)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일찰일 (또는 입찰마감일)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

로기준법(법률 제06974호)이 공포된 2003.9.15 이전인 계약 중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을 대

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이에 해당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통첩에 의한 계약

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다 할 것임. 

〈질의 3에 대한 답변〉

용역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

은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이후

에 이행될 부분임. 

〈질의 4에 대한 답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

-1047, 2004.7.9)은 법정근로시간이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달한 회계통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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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계속공사 전체공기 연장시 손해보험 및 간접비 조정

법무지원팀-5098, 2007-12-21

 질 의

전체 대안입찰방식으로 체결된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처의 차수별 예산배정액 

부족에 따라 전체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해당계약의 특수조건에 “연차별 예

산배정액 증감에 따른 제반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특약이 약정

되어 있을 경우 전체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손해보험료 및 

간접비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배정 지연에 따른 계약상대

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체 공기연장에 따른 동 추가비용을 실비를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 신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예산부족 등 발주기관

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내용에 따라 연차별 계약기간 및 총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동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

23조제1항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

조에 따라 동 법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일반조건 제3항에 따라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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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도급계약에 있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법무지원팀-2214, 2005-12-22

 질 의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간접노무량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의 간접노무량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

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에 따라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해당직종 단가)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적용하

는 것으로서 하도급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간접노무 업무중 일부를 

하도급자가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간접노무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절 운반거리 변경

 운반거리

1.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06, 2008-7-15

 질 의

항만공사에 있어 사석 구입운반이 당초 설계서상 해상운반 30Km로 현장설명서

에 명시되었으나 현장조사결과 50Km인 경우 ①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②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공종 구성단가(구입, 운반, 투하) 전부에 대

하여 변경 하여야 하는지 ③아니면, 운반거리 증가분 20Km에 대하여만 변경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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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

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골재원의 위치는 변경이 없으나 실

측 결과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서상의 거리보다 늘어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74

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2. 현장여건과 다른 운반거리 및 운반량에 대한 설계변경 

법무지원팀-256, 2005.07.21

 질 의

공항 확장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토사의 운반량에 대하여 입찰내역서에는 무대와 

유대의 수량만 기재되어 있으며, 토사운반에 대한 설계가 도로설계기준을 적용함

으로써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운반거리 및 운반량이 산정되어 있는 바, 이를 현장

여건에 맞는 단지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변경이 가능

한 경우 운반거리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포함하

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동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설계기준 그 자

체는 계약 또는 설계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설계기준이 잘못 적용되

어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물량과 실제 시공할 물량에 차이가 있는 경

우라면 설계서의 오류에 해당되어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토사채취, 

사토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라면  계약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규정한 기준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

정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계약당당공

무원이 관련규정, 설계서, 현장상태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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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재원 변경에 따른 사석단가 변경

법무지원팀-3393, 2006-10-13

 질 의

당 현장의 골재원이 2003년 계약체결시는 전남 영암군에서 육상으로 운반하게 

되었으나 공사비 절약을 위해 도서지역인 신안군에서 해상운반하는 것으로 2004

년에 설계변경(1차) 하였다가 사정에 의거 목포항에서 골재를 운반하도록 2006년

에 설계변경(2차)한 경우 이 때 운반거리 단가를 신규단가로 하는지 아니면 2003

년도 단가로 환원하는지 여부. 

당초 골재원 : 전남 영암군 삼호면 (46.9㎞)--------> 신안군 안좌면 

1차변경 골재원 : 전남 신안군 안좌면 (0.9㎞) ---> 신안군 안좌면 

2차변경 골재원 : 전만 목포(30.2㎞) -----------------> 신안군 안좌면 

  
 회 신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거나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실비산정기준) 제74

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

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4.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법무심사팀-444, 2005.01.27

 질 의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당초 설계서상 토취장 변경으로 운반로 및 운반

거리가 변경되나 당초 설계서에 운반로 및 운반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2. 순성토“돋기”공종의 단가가 1식단가(깍기, 적재, 운반, 고르기, 다짐의 5개 세부

비목으로 구성)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토취장 변경으로 토질의 구성내용이 변경

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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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및 성토 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되어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의 

운반로가 남아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3조제

2항 각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설계서

에 명확하게 정한 운반로가 없는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취장 전체가 변경되는 경

우라면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호의 기

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

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

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에 의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

유로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1식단가로 구성된 세부비목 및 

그 토질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0조제6항에 의하여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부품목 또는 비목이 변경되는지의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

가표, 단가산출서(동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 문서)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토취장 변경사유 및 토질상태,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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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토장 운반거리 실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1296, 2007.04.02

 질 의

송배수관 관로공사로 긴 구간에 걸쳐 공사를 하여야 하는 “○○봉 배수지 건설

공사”(내역입찰, 장기계속)의 현장구간내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 1〉
현장설명서에 사토장장소가 명시되어 있고, 물량내역서에 명시된 운반거리(31㎞)

가 실측치(46.26㎞)와 다를 경우 당초의 운반경로(단가산출서)의 변경이 없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설계변경시 단가산출서상의 누락된 운반거리만을 신규단가로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서상의 운반경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전체를 신규단가로 재산출해야 

하는지. 

〈질의 3〉
단가산출서상의 운반경로 중에 우회전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우회전을 할 

수 없을 경우(교통법규 위반)의 운반경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4〉
현장구간이 길게 산재(3㎞)하므로 현장시점과 종점사이의 운반거리(단가산출서)

를 가산 산출할 경우 증감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

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운반거리와 실제 운반거리가 상이한 경우

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의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실제 운반거리를 

기준으로 동 집행기준 동조동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당초의 운반로 전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라면 운반거리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관련 규정에 따라 운반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

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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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 후 사토장의 위치확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 

인터넷 질의 2009.09.02.

 질 의

○○도로개설공사의 현장설명시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공종명 : 사토, a. 토

사 L=2㎞, b. 리핑암 L=2㎞ 2,903㎥, c. 발파암 L=2㎞ 39,809㎥”으로 표기되

었으며, 단가산출서에는 “운반 : L=2㎞ … V=35㎞/Hr”으로, 설계도면 중 유토곡

선도에는 사토발생 지점만 ○로 표기됨. 위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설계

도면과 물량내역서 사토 발생지점,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는 표기되어있지만 사토장

과 운반경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현장에서 주변도로 여건을 감안한 사토장의 변

경에 따른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조정방법은?

  

 회 신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

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설

계서에 사토장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후 사토장이 확정된 경우라

면 확정된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운반로 전부가 변경

되는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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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토장 운반거리 단축

법무지원팀-1611, 2005-11-09 

 질 의

〈질의 1〉
발주처 임의대로 공사 중에 사토장 운반거리를 단축하여(당초설계 10Km, 변경 

6Km로)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당초설계는 대형브레이카로 암깍기를 설계하였으나 브레이카 장비 진입로 물량

이 당초 설계시 반영이 되지 않아 공사 중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는 일방적으로 발파로 공법변경을 하여 공사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발파 시 피해 우려기관(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의는 시공사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질의 1,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에 

따라 동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 통

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

의 이행가능여부(이행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필요성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는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시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사항에 대

하여는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계약당사자간

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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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취장 변경에 의한 단가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742, 2008.05.02

 질 의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이행중 당해 공사의 설계상의 골재장이 골재의 생산중단(생

산불가) 이유로 골재장의 위치가 변경되어 변경된 골재장을 기준으로 신규단가를 

산출하려고 하는 경우 

1. 신규단가 산출시 품 적용을 품셈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에 산출

되었던 단가산출서상의 품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변경된 골재장과 변경된 

골재장의 운반노선이 중첩되는 구간은 없으며, 입찰시 단가설명서 및 현정설명

서상에 상기 골재장에 대한 언급 없음) 

2. 만약 단가산출서상의 품을 적용할 경우 품이 과다,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서 정

한 운반거리 등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상의 골재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골재장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에 따르되, 생산중단 또는 생산불가로 새

로운 골재장을 새로이 지정한 경우라면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동 

집행기준 제7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하여 결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

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골재원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

반거리의 변경내용, 운반도로조건,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

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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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취장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단가 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79, 2009.12.07

 질 의

<질의 1,2>
최저가입찰당시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된 순성토 운반공종에 대하여 당초 설계서

에 명시한 토취장이 변경되었 을 경우 실비에 의한 단가 산정시 공사용 장비의 조

합 기준 및 적용단가의 산정방법은 ? 

- 공사용 장비의 조합 : 당초 설계시 적용한 장비조합 , 공사비 절감사유서에 

제출된 장비조합, 신규 운반로에 의 한 변경당시 장비조합 

- 적용단가의 산정방법 : 설계가 적용, 도급낙찰율, 공종낙찰율, 협의단가 

<질의 3>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토사 채취료를 토석료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

면 토사채취료(흙값)를 별도 반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신 

귀 질의 1,2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시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제12조제

2항제1호 및 제17조에 정한 바와 같이 발주처가 작성한 설계조건 및 시공장비의 

변경을 공사비 절감사유로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

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조정금액의 산정은 당초 운반로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

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계약상대자가 공사비 절감사유로 제출한 설계조건 및 시공장비 조합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귀 질의 3에 대하여 

당초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토사채취를 위한 토지사용료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설계변경당시의 거래실례가격 등을 조사하

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가격산정방법은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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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계변경(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관련

법무심사팀-112, 2005.05.02

 질 의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당초 운

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대체

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기

준에 의하여 운반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원가 요소 중 대체된 운반로에 대해서 평

균주행속도(운반속도)는 변경당시의 운반로 상태를 감안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

준으로 적용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당초 운반로를 기준으로 설계

운반속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토사채취, 사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

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은 변경이 되나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 예규 제74조

제2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대체된 운반

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산출함에 있어는 변경된 운반로 

조건에 맞는 운반속도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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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최저가 입찰 공사계약에서 운반로가 변경된 경우 실비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06, 2008-7-15

 질 의

최저가 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된 순성토 운

반공종에 대하여 계약이행 중 당초 설계서에 명시한 토취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 운반로에 따라 

실비 산정시 아래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공사비 절감사유로 제출한 공사용 장비조

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아 래 - 

  ○ 당초 설계시 장비조합 

- 적재장비 유압식 백호우 0.7m3 + 운반장비 덤프 15ton 

  ○ 공사비 절감사유서의 장비조합 

- 절취장비 도쟈48ton + 적재장비 로우더 3.5m3 + 운반장비 덤프 24ton

 회 신 

최저가 입찰시 설계서에 정한 운반장비의 변경을 공사비 절감 사유로 제출하여 

체결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서상의 토취장이 변경된 

경우 도로환경 등에 차이가 없는 한 운반로 변경에 따른 실비는 원칙적으로 계약

상대자가 절감사유로 제출한 운반장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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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당초 설계서의 사용할 토취장의 자재(점토)가 부적격으로 적격자
재가 있는 새로운 토취장으로 변경한 경우 운반거리와 자재변경
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여부 

법무지원팀-3239, 2007.08.09

 질 의

○○지구 지표수보강개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소류지의 제당과 복통공사에 점토

가 필수적이고, 설계서에 점토의 운반거리가 3.2㎞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검토한 바, 공사에 적합한 점토는 편도 약 19㎞이상의 거리에서 채취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 경우 토취장 변경에 따라 재료(원석대)와 운반거리 등에 대

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의3에 따라 상이한 상태를 기재한 서

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

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와 같이 발주처의 지시로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이 변경되면서 

운반로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74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조정

금액을 산출하고,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설계변경당시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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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타 계약내용 변경

1.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산정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03, 2007.01.17

 질 의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의 공사정지기간 산정, 잔

여계약금액 적용시점과 대출평균금리의 적용시점 등과 관련하여 준공대가지급시 지

연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바, 동 대가의 청구 및 지급도 준공대가 지급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준공대가 지급시 하는 것이나, 지연보상금의 

청구는 매 중지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시점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

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

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

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함)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토록  계약예

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 있어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가 계약이행 중에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지연보상금 산정 및 지급은 공사정지기간이 최초로 60일을 초

과한 경우 그 초과된 날이 속한 월에 발표된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과, 그 이후 또다시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이미 60일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60

일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정지된 공사기간에 속한 기간에 대하여 그 정지된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정지된 날이 속한 월에 발표된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합산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하여야 할 것임.



제6장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343 -

2. 의무적 가입보험료의 정산관련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96, 2008.11.10

 질 의

가. 관계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

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을 신청한 날 이후부터 증액된 비용만 지급 받을 수 있

는지? 

나.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반드시 서면에 의해서 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에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

적으로 가입, 납부(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비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

자가 조정신청한 이후에 실제 발생(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또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임.

3.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정산대상

인터넷 질의 2011. 07. 12

 질 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정산대상에 정규직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계상된 국

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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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제9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지급 청구시 제1항 각호의 사유(보험료

납입확인서, 전회분 기성대가의 보험료 지급액 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

빙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

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입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정산

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보험료등의 비유를 감안한다면, 보험료 

정산시 정산이 대상은 일용직근로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직 상용근로

자의 경우에도 당해 현장에서 직접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시 납부한 금액 적용 기준

인터넷 질의 2011.12.08

 질 의  

〇〇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대상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

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1:1로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시 

적용 기준? 

1. 사용자가 납부한 금액 

2.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합계금액?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

험료 등의 정산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0조의2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

원은 위 규정 제94조제3항에 의거 사업자 부담분의 금액을 정산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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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계속공사에서의 법정경비 정산방법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223, 2010.02.05

 질 의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에서 도급내역서상의 지급수수료(건설근로자퇴직공

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공사

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하도급보증수수료, 환경관리비) 정산 관련입니다. 

<질의1> 장기계속공사 진행 시 상기의 지급수수료는 차수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계약금액으로 마지막 준공시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2> 만약, 차수별로 정산할 경우 1차분에 미집행이 발생하고, 그 후 초과 집행

분이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정산방법은? 

<질의3> 위 지급수수료 중 미집행분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계약 후 

준공처리가 되는지, 또는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미집행분만 정산 후 준공

되는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면 장기계속계약은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계약으로서 각 회계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

결하는 것이므로 보험료의 정산은 연차 계약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달리 보험료는 계약이행 완료시에 실비를 

정산(사후정산)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이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

으로 판단됨.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

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비용의 정산에 대

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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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정가격 작성기준 소급적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96, 2008.11.26

 질 의

계약기간 2003.5.26~2009.12.31. ○○선 노반신설공사를 하도급한 본인은 

2007년부터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의 고용자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실정인 경우 2006.12.29. 개정된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후에 관련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

적으로 가입, 납부(부담)하여야 하는 법정비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에 의하여 그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

자가 조정신청한 이후에 실제 발생(사용)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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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후정산 보험료의 예가금액 반영후 변경계약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99, 2008.06.16

 질 의 

공사입찰공고(’07.4.4), 입찰(’07.5.17), 계약체결(’07.6.8)한 경우로서 입찰

공고서, 현장설명서에는 국민건강(연금포함)보험료의 사후정산 내용은 없었으며, 국

민건강보험료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일정률로 산정토록 표기하였으며 산출내역서에

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일정율로 반영하여 계약체결 하였음. 발주기관 일상감사에

서 ’07.4.부터 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상기공사에 적용되지 않았음

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조정방법에 아래의 갑설, 을설 중 어느 것을 적

용하여야 하는지? 

갑설：총 도급계약금액 변경없이 보험료를 예정가격산출시의 금액으로 증액시키

고 차액부분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 다른 과목을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 

을설：입찰공고, 현장설명에 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정산하기로 한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보험료를 예정가격산출시의 금액으로 증액 후 총도

급계약을 변경하고 보험료 사후정산 

  
 회 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 제22조에 의한 물가변동, 제23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

계약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법령에서 사후정

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입찰공고 등에서 보험료의 사후정산에 대

한 규정 또는 사후정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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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가지급시 경유세율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정산대상인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40, 2008.6.10

 질 의

2005.5.에 “○○항 동측배후단지 조성공사”의 계약체결 후 이행 중 2005.12.

에 경유세 인상분(간접비 포함)으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으며, 2006.12.에 경유세 

인상분을 공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

나 당 현장의 경유세인상분의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전액소진하지 

못한 경우 동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대가 지급시 정산대상인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

다. 다만,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

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 법령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

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산

의 대상이 아닌 바, 

귀 질의의 경우 ｢교통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분 중 시행일 이

후에 이행될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의 경유세율 인상분에 대한 경유대금은 물

가변동사유와 관계없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급대상액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경유세율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산출한 경우라면 동 인상분의 지급잔액

에 대하여는 정산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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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설재 손료 산정

인터넷 질의  2011.08.22

 질 의

  당사가 시공중인 공사의 토목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H-PILE 및 

STRUT 자재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1. 경과내용

  당 현장의 토목 시방서에

  1) 재사용 지급 강재의 사용시 현저히 변형 또는 단면 결손이 되어 있거나 부식

되어 허용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

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사급강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

어 있고

     당 현장은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고재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가시설 구조

계산시 신재가 아닌 고재를 기준으로 구조계산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경과 내용과 같이 가설 구조물에 고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손료 산정시 신

재단가 대신 고재의 잔존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어떻게 적용해야 하

는지?

  (단, 표준품셈(2-2) 가설물의 한도 및 손율에 명시된 강재의 손율은 강재사용기

간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신재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강재손료를 산

정할 경우 신재/구재의 구분 없이 신재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슴)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가설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활용 자재나 중고자재로 공사시

공이 가능할 경우 그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면과 시방서의 변경 없

이 가설물에 사용하는 강재를 중고품(일부감가상각이 이루어진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계약조건에서 정하였을 경우포함)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손료를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허용응력 검증 등에 의

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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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작업부산물(고재) 공제

인터넷 질의  2010.11.22

 질 의

OOO환경자원화시설 조성공사의 최저가 내역입찰로 계약하여 시공중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1-13 발생재의 처리에 대하여 “시공중 발생한 철근 할증량 만큼

은 작업부산물에 해당되므로 표준품셈에 의거하여 공제금액 반영”하는 것인지 아

니면 “고재대 공제는 철근이라든가 PHC 파일이 아닌 철거공사 등에 대한 고재

이므로 철근 할증량은 고재대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회 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

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

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

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으

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물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

정할 수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도면상의 물량을 변

경하는 설계변경의 경우가 아니라면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변경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특정의 사급자재에서 작업

설(屑物)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출내역서에 신규비목(부산물)을 설정(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에 기 반영한 부분은 제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작업설물은 계약상대자가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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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재손료 적용방법

인터넷 질의  2010.09.20

 질 의

강재손료 적용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지하차도 건설공사중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가 약 20개월 지연되면서 기 설치한 가시설 강재

를 해체시기가 도래되어 기설치한 강재를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시험결과 품질

에는 이상 없음) 당초설계는 신재구입으로 손료를 70% 적용․재사용 강재 손료 

30% 적용 예정이고, 손료를 100% 적용하였으므로 고재도 환수처리 하려고 하는

데 적정한지요?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손료를 지급하는 자재의 소유권

은 발주기관에 있지 않습니다. 손료가 많이 발생하였다하여 자재와 관련되는 고재

를 발주기관에서 회수하여 처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2.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

법무심사팀-637, 2005.06.10 

 질 의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방식)계약에 있어 설계시 작성된 설계서가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의 추정설계와 가구별 배수설비의 개략설계로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한 관계로 시공을 위하여 재조사·설계를 병행하여야 할 상항임 

질의1) 재조사·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여부 

질의2) 재조사·설계로 인해 지연되는 공사기간의 연장 여부 

질의3) 지하매설물로 인한 품의 할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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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질의 1)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와 지질·용수·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3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

능하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7에 의하여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야 함.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동 예규 제19조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

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등 동 예규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단, 4

호 및 5호의 경우는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26조제1

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에는 동조 제4항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설계기준, 품셈적용 기준 및 설계서상의 물량 산출방법 등은 국가계약법령의 해

석사항이 아니므로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과 협의하거나 또는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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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도급계약 정산여부 및 계약금액의 조정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56, 2008.03.25

 질 의

당 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같은 법 제55조에 

의거 □□청으로부터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자격을 획득한 연구소입니다. □□청

의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사업시행자와 발굴조사기

관)의 쌍방계약에 의해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그리고 민간회사 등이 해당되며 이들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계약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 의

해 계약을 체결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계약금액의 조정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지?

  

 회 신 

국가계약법령에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이나 제73

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후에 정산하도

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임. 

14. 계약체결이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480, 2008.12.05

 질 의

외국물품을 조달함에 있어 구매대상 물품이 입찰공고 및 계약 시에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었으나, 계약체결 이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관세 및 부가가

치세 과세 대상물품으로 변경되어 수입통관 시 비용(세금)이 추가로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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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물품구매계약에서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이외의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6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시 구매물

품이 면세대상이었으나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경

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관련법령의 

개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15.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연륙교가 개통된 경우  

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법무심사팀-1386,  2005. 04. 19

 질 의

공사계약 체결당시 공사원가계산에 도서노임할증을 적용하였으나 연륙교 개통

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 도서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만약 도서노임할증 미적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어느 시기

의 육지노임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

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설계서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예정가격 작성시의 품목(또는 비목)별 금

액․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다거나, 입찰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산출내

역서의 품목(또는 비목)별 금액․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체결당시의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당해 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에서 정한 작업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3조에 따라 작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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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된 이후에 이행될 물량에 대하여 그 변경되는 작업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이 준

공되어 종결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

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등은 설계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제4절 수급자재의 변경 

1. 창호류 사급자재 전환

인터넷 질의, 법무지원팀-1965, 2005.12.01 

 질 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공사 진행중에 있으나, 당초 지급자재 품목중 임대아파트의 유

지관리 어려움이 예상되는 창호류에 대하여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설계변경코자 검

토하고 있음. 당초 설계내역에는 지급자재로 산정되어 있어 간접비가 미계상되어 

있으나, 사급자재 전환검토시 공사발주 건으로 하도급계약 사항이므로 간접비항목

(안전관리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공

사이행보증수수료, 손해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한 추가로 반영하여 협의

단가율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 지급자재 설계단가에 간접비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협의단가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사급자

재로 변경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3항에 의거 

그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동 예규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에 합산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대가지급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예규 제

20조제4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

이 동 규정, 현장상태,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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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급자재인지의 판단여부

법무지원팀-528, 2007.02.07

 질 의

당 현장의 관급자재인 특정품목 A는 수요기관에서 현장설명시 배포한 설계서(관

급자재내역서)에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최초 계약 

요청한 설계서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에서

는 설계변경시 관급자재인 특정품목 A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장설명시 발주처에서 배포한 설계서(건축내역서-관

급)에 관급자재로 명시되어 있고 도급계약 물량내역서에는 언급이 없는 경우 특정

품목 A는 관급자재인지요?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

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은 설계

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 경우 당해 물품이 관급자재인지의 여부는 당해 

설계서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현장설명시 배포한 설계서에 특정자재를 관급자

재라고 명시하였다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정

자재(관급자재)를 공급하여야 할 것임.

3.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법무지원팀-622, 2007.02.13

 질 의

○○시립대와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시공중 관급자재인 철근이 부족한 경우 부

족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동 추가물량에 대한 가공조립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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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발주처가 지급하는 관급자재의 수량이 당해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

7항에 의하여 관급자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도 동 예규 제20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4.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규제개혁법무담당관-3948, 2008.11.26

 질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감래관 보수 및 증축공사”의 입찰공고서

에 ‘국가계약법령 제2조에 의거한 추정가격이 18억원이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다.’고 명

시하였으나,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한 공사원가내역서를 발주처

에 제출하였는데 발주처에서는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원가내역서의 제출을 종용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와 입찰보증금의 몰수하겠다는데 대하여 다

음 사항을 질의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어떠한 기관이 이용할 수 있나요? 

2) ○○회는 2007년 4월 이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인지? 

3) 청와대 민원실에서 ○○회가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지도 및 시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은? 

4) 조달청은 공공발주공사의 계약과 관리의 담당기관으로서 관리책임은 없는지? 

5) 조달청은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에도 관급자재의 구매를 대행해도 되는지? 

6) 입찰공고서에 관급자재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관급자재를 공사비에 포함시

키라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7) ○○회는 국가계약법제2조와 제7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된 경우 낙찰

금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었는지? 

8) 터무니없는 저가공사의 공사원가내역을 사전에 점검하여 입찰공고 하였는지? 

9) 관급자재를 공사도급금액에 포함시켜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서도 귀청에 관급자

재로 구매요청을 하여 공급받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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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수요기관이용약관’ 제2조제3호에 의거 “이용기관”이라 

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이 이용할 수 있음. 

- 귀 질의 2에 대하여 

○○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받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므

로,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 제2007-21호) 제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기관임. 

- 귀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은 우리청의 국가계약법규의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님. 

- 귀 질의 4에 대하여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관리․운용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수요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자체발주를 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 조달 의뢰할 수도 있으며, 조달청은 수

요기관에서 조달 의뢰한 구매 건에 대한 계약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귀사에서 질의하신 건은 조달 의뢰한 구매 건이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발주한 건이므로, 입찰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발주기

관에 질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귀 질의 5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단체가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조달청고시 제2007-2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조달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임. 

- 귀 질의 6, 7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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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발주기관에서 해당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하는 물품을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관급자재대는 계약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공사에 관급자재가 포힘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

할 사항임. 

- 귀 질의 8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공사 입찰공고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해당 입찰공고내용,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

할 사항임. 

- 귀 질의 9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제4

항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

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하여 조달요청

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수요기관에 해당

하는 발주기관은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조달요청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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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

1. 근무일수

법무지원팀-259, 2005.07.19 

 질 의

공사계약에서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하여 규정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 제18조와 관련하여 

＜질의 1＞
동 규정상의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지, 또

는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는 

유급휴일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것인지?

＜질의 2＞ 
동 규정상의 야간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시간대를 의미하는지? 일몰부터 일출시

까지인지, ｢소음진동 등에 관한 규제법｣에서 규정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인지, 아니면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외의 시간인지?

＜질의 3＞
만약 휴일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라면 일용노무자들이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를 휴일작업으로 보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4＞
2004. 7 이후 계약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수

가 300인 이상인 경우 현장배치 감리원은 토요일에 근무하여야 하는지? 근무하지 

않아도 된다면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감액)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1. 질의 1 및 3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휴일 및 야간작업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에 의

하는 바, 동 규정상 휴일이라 함은 법정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요일 및 법

정 공휴일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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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특정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하는 경

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자치부의 ‘관공서의 휴

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 일요일에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

약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인 바, 동 예규 제18조의 야간작업에 대하여는 근로

기준법령에서 야간근무(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봄.

3. 질의 4에 대하여 

감리용역계약에서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의하며,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동 예

규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조제4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

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내용이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되

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과업내용서가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기성청구시 계약금액 정산가능 여부

법무지원팀-3028, 2007.07.26

 질 의

○○기관과 시설관리용역 계약(수의)체결시 당사는 산출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였

고 계약이행을 한 후 기성대가 청구시 물가변동, 과업내용 변경 및 기타 계약내

용의 변경이 없음에도 ○○기관의 판단에 의거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회 신 

용역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확정계약을 원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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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고, 정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 및 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등 관련 법령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별

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

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당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임.

3. 시공사책임하에 미술장식품 설치 가능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900, 2008.08.08

 질 의

미술장식품(내․외부 조형물 70% 전․후, 회화 및 판화 30% 전․후) 구매, 설

치비용이 건설공사 계약금액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미술장식품 구매 및 설치에 따

른 작품선정을 사전 발주처 승인을 받아 건설회사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동 설치비가 도급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공무 등을 통하여 

작품을 선정하는지? 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 신 

국립대학교병원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및 관련법령, 

당해 병원의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서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도 민법상 도급계약과 동일

하게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국가기관에서 공사 결과에 대하

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조

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등의 계약문서에 포함된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

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미술장식품 구매 및 설치를 수행해야 하는지

는 계약문서를 검토하여 당해 사항이 계약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되

어야 할 것이며, ｢문화예술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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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법무지원팀-1076, 2005.09.27 

 질 의

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일괄입찰방식으로 공사추진을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위해 공사수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사의 추정사업비

를 기준으로 CM(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관리제) 감리대가를 산정하여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경우 건설공사 의 추정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사기

간도 연장되는 경우에 

질의 1 : 위 경우 감리용역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2 :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감리대가의 조정은 증가된 공사비의 사업비를 기

준으로 하는지, 연장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질의 3 : 공사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대가 산

정기준 제3조제4항의 “공사비”는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 중 어느 금액

을 말하는지

 회 신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감리용역계약에서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감리용역 과업내용 외에  계약예규「기

술용역계약 일반조건」(현행: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

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계약내용 변

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동 규정 및 발생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또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추가업무의 수행 등을 요구한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은 동 예규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동 조제4항

에 의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

6항을 준용하는 것인 바, 용역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증가된 감리대상 목적물의 공

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연장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의 구체적인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계약

체결시의 예정가격 산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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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 3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기준과 관련된 사항은「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 

5. 실시설계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724, 2007.02.22

 질 의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초 설계서 작성시 누락된 실시설계비를 공

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및 설계변경 대가

산출기준은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배치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29호)의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는지 여부? 

 회 신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해 설계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품목 또는 비목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한 설계

변경 및 제20조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부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전에 발주기관에서 그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설계비가 물량내역서에 계상되지 않은 것을 설계서의 누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설계서, 공사의 특성,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사항이며, 

발주처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신규비목의 단가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제2항에 의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는 설계변경 시점의 거래실례가격,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산정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

준」제30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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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 2008.03.14 

 질 의

○○시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통신(전산),전기,교통(소방),건축)으로 구성하여 계약을 이행중 1차 준공대가지급액

과 관련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당초 계약시 감리원 월투입일수 25일로 대가산정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 투입일

수를 22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1차계약 준공대가지급액 산정을 분담비율과 감리원 투입비율 어느 방법을 적용

하여야 하는지 

3) 1차계약분에 대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이 2차계

약으로 이월된 경우 기지급된 선금의 처리방법은? 

 회 신 

(질의 ①)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제16조 내지 제17

조에 규정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

이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아닌 단지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일위대가표 또는 표준

품셈의 적용상의 문제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없

는 것임. 

(질의 ②)에 대하여 

공동계약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

령」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

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③)에 대하여 

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

찰·계약 집행기준」제33조제9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동 조 제2항의 각호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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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며, 

동 집행기준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사고이월등으로 반환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 바, 

해당차수 계약금액중 연도내에 집행하지 아니하여 이월된 계약금액분에 대하여

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7.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1706, 2006.05.23

 질 의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노임의 경우 ‘05년도 용역계약의 경

우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시 기획재정부 공문(회계제도과-1226, 2005.6.17)에 따

라 등락율을 산출하였으나 ’06년에도 상기 재정경제부의 공문 내용대로 물가변동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는지? 

 회 신 

용역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산정시 물가변동당

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제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06년도에 적용할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

어·측량 용역의 1일 노임단가가 '05년에 발표한 동용역의 1일노임단가와 동일한 

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되었다면 동 1일 노임단가에 의하여 등락율 산정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등락율 산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참고로 '05년에 발표한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노임의 경우 

'04년에 발표한 노임에 비해 실질적인 노임상승과 관계없는 조사방법 변경에 의한 

상승분이 존재함에 따라 물가변동율 또한 추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

어 '05년도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관련 협조요청(회계제도과

-1226 및 1227, 2005.6.17)'을 각 기관에 보내어 '05년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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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조정시 당해 노임의 등락율 산정은 동 공문내용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06년도에 적용할 감리·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측량 용역노임의 경우

는 '05년에 발표한 노임과 조사방법이 동일하여 조사방법변경에 따른 추가 상승분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협조요청공문이 적용되지 않음. 

8.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3530, 2006.10.26

 질 의

＜현황＞
현재 시행중인 용역사업은 2004. 11. 24 입찰공고하여 2004. 12. 21 계약체결하

고 2007. 12. 31까지 3년간 차수별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약문서 등에는 이
미 입찰공고 당시 시행중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특약을 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 1＞
2003. 9. 15. 이후에 체결된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7.9)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
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2＞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제3항5호에 의하면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
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 2003. 9. 15. 이후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근로기준
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지?

＜질의 3＞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 계약은? 

＜질의 4＞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

-1047, 2004.7.09)에 대한 취지? 

＜질의 5＞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회계통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공포된 

2003. 9. 15. 이전인 계약 중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 
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건의 제반 비용이 계
약상대자의 일방적 책임으로 귀속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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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질의 1, 2, 5에 대한 답변＞

용역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

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주5일 근무

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1047, 

2004.7.09)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일찰일(또는 입찰마감일)이 법정근로시간을 단

축한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호)이 공포된 2003년 9월 15일 이전인 계약 중 근

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

중인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이에 해당되는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통첩에 의한 계약

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한다 할 것임. 

＜질의 3에 대한 답변＞ 

용역계약에서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

은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이후

에 이행될 부분입니다. 

＜질의 4에 대한 답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회계제도과

-1047, 2004.7.09)은 법정근로시간이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시달한 회계통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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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비용 변동계약에 따른 감리용역비용의 조정 및 재계약 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34, 2008.08.19 

 질 의

감리용역계약에서 당초 감리용역을 발주하면서 공사비 13억원에 대한 감리용역

비를 산정, 예정가격을 결정(119,559,000원)하고 입찰후 계약(105,714,820원)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공사비(입찰전)는 13억원이었으나 입찰후 공사계약금액은 12억

원이고,  발주기관은 당초 공사비 13억원이 12억원으로 계약되었음으로 감리용역계

약 금액도 설계변경하여 감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감리용역 계

약금액을 낮추어 재계약 하여야 하는지?

 회 신 

감리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64조 내지 제66조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5조 내지 제17조

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 바, 계약내용에 달리 정한 특약이 

없는 경우 예정가격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한 관련 공사비 금액보다 실제 체결된 

공사계약금액이 작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감리용역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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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건설폐기

물처리용역계약의 분리계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791,  2006. 08. 25

 질 의

2000. 12. 28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고 이행중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 12. 29 개정됨에 따라 증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분리계약을 요구받고 있는 바, 개정된 법 이전에 체결한 공사계약이므로 

가) 당초 계약물량과 증가된 물량을 일괄계약 처리할 수 있는 지 

나)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분리계약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06.12.31일까지는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같은 법률 부칙<제7782호, 2005.12.29>제2호에 따라 종전의 규

정에 따르는 바, 

귀 질의 경우 개정전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

로 계약한 경우라면 공사계약 이행중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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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동계약과 하도급

제1절 공동계약

공통기준

1. 공동도급계약

법무지원팀-549,  2006. 02. 14

 질 의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업체가 준공후 공사참여 업체의 연명으로 작성한 대금청

구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대표업체가 준공정산이 완료하지 않았

다고 공동도급사에게 정산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여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 당해 공사의 손익

의 배분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표1] 제10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배하는 바, 귀 질

의의 경우 공동수급체간의 손익의 배분, 출자지분에 따라 투입한 공사원가의 구성

원간의 분담금 배당 및 상환관계 등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사항은 아니며, 공동수

급체의 운영위원회 협의 또는 현장경리약정 등에 정한 바에 있는 경우라면 그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다면 공동수급체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종국적으

로는 민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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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적용
법무심사팀-199,  2005. 05. 09

 질 의

수요자가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참가자격에 

전기공사업면허 및 통신공사업면허를 모두 요구하고, 입찰공고내용에는 분담이행방

식에 필요한 내역 및 금액을 구분 공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수급체가 각각의 

면허로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질의 1)＞
위의 경우 통신공사업면허만 보유한 업체와 전기공사업면허만 보유한 각각의 업

체가 분담이행방식(예)60% : 40%)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 2)＞ 
당해 “물품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점수계산의 경우(분담이행방식)통신공사업

면허만 보유한자는 실적을 제출하고 전기공사업면허보유자는 실적이 전혀 없을 경

우에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2항 ”면허가 동일할 경우에 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라는 규정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자의 실적을 합산하여 계

산을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동일면허가 아닌 각각의 면허이므로 각각의 분담비율

대로 실적점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회 신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 및 성질

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

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도급계약이 가능

하다는 뜻과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공동도급계약을 허

용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를 허용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과 구성원

의 자격제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 면허 및 통신공사

업 면허를 모두 갖춘 자로 공고한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면허보완은 허

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한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동법 시

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에 의한 입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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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격 여부(적격심사가 아님)는 동 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

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

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입찰의 경우 당해 입찰집행

기관이 적용하기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

므로 귀 질의는 당해 입찰에 명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적용할 사항임.

3.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456, 2008.05.28

 질 의

가격경쟁성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고 담합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

(예 : 10위 이내)간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할 수 있는지

 회 신 

기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483. ’07.3.22)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규정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이 계약의 목적 및 성

질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을 제한할 수 있음.

4.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계열회사

인터넷 질의 2011.04.14

 질 의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해당 지역내 면허보유 업체를 지역 의무업체로 공동수급

체를 구성, 해당기준을 만족한 상태에서 해당지역에 소재지가 있는 계열관계의 회

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380 -

 회 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게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지역

의무공동도급조건을 충족한 상태(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간에 지역의무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서 그와 별도로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계열회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5.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부분이란

삼부업무제06-053호,  2005. 04. 12

 질 의

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

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의 내용 중 “분담

부분”이란

2. 일반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A, B, C가 각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 중 각각 일부씩을 일반건설업체 1개사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3. 위2의 방법으로 하도급 할 경우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체의 발전소 준공실적 

인정범위

 회 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도

급계약 운용요령｣【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 행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요령 제5조제1항 [별첨1]”의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는 바, 이 때 “분담부분”이라 함은 

구성원별로 각각 자기출자지분율에 해당되는 시공부분를 의미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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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로 질의하시기 바람. 

귀 질의 3에 대하여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에서 시공실적의 인정은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 (회제2210-786, ’92.11.26)(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에 의하여 금액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하며, 규모 또는 양에 대하여는 실적증명 발급

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

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공사부분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한 경우 당해 하수급인의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현행 국토해양부)로 질의하시기 바람.

6.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대표자 선임

법무지원팀-3006,  2007. 07. 25

 질 의

갑(45%), 을(35%), 병(20%) 3개사가 공동협정하여 “갑”사가 대표사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구성원간의 협의하여 지분이전 없이 

“병”사가 대표자가 되어 공사시행에 모든 사항을 진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또한 지분율이 적은 “병”사가 대표사가 되어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 “갑”사, 

“을”사는 면허 대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대표자

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4조에 의하여 당

해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할 수 있으나,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부도,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편의를 위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변경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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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비율이 같을 경우 대표자 선정은?

법무지원팀-801,  2005. 09. 14

 질 의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입찰참여비율이 50:50일 경우 조달청 적격심

사기준을 적용하는 입찰에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 대표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지자체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입찰에서는 대표사가 1%라도 지

분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데 그 진위 여부는?

 회 신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동 운용요령 제4조

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

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

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공동수

급체 대표자의 자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 협의

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을 갖추고 있는 자가 우선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것이며, 동 운용요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이 100분의 50 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하는 경우

에는 해당등급에 등록된 자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게 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현 행정

안전부)로 질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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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법무지원팀-232,  2005. 07. 07

 질 의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 W사가 부도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의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다면 잔여계약

이행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바,

＜질의 1＞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서 

말하는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질의 2＞
잔존구성원 S사가 발주당시 면허조건 및 적격자 선정기준(PQ심사결과 일정점수 

이상자)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기에서 말하는 면허, 시공능력, 실적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

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5조 관련 [별첨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방식) 제12조제2항에 의거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나,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

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

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이 때, 잔존

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인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은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

한 내용으로 판단하며, 잔존구성원이 면허․실적․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

행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라면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

을 이행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 중 “면허․허가 등”과 “시공능력공시액”의 정의에 대하여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1건의 공사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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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동계약의 경우 보증금 납부방법

인터넷질의 2011. 05. 25

 질 의

공동도급 계약체결한 건으로서 변경계약(공사비 증액)시 계약이행 보증서를 주

관사가 일괄로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분율에 맞게 모든 공동도급사가 계약이행보증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만약,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다면 법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국가기관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납부는 계약예규 「공

동계약 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

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

야 합니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이행방식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규제개혁법무담당관-3151, 2008. 10. 15

 질 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회 신 

공사의 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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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
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

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공동이행방식

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각각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허

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할 것임. 

2. 수급체구성원이 모두 면허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729(2004.05.15)

 질 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면허 등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갑설 :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을설 각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회 신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

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

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

우 허용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

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임.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 타법령에 의한 공사등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통

합발주하는 경우에는 경쟁률 축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발주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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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사의 중도 탈퇴와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

법무지원팀-2793,  2007. 07. 11

 질 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A사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시공중 대표

사인 A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A사가 공사포

기를 하거나 지분양도를 할 경우 잔존구성원인 당사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

력 등 당해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
표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며,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

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

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 당해계약을 이

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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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제재 및 기성대가 

지급기준

법무지원팀-4151,  2006. 12. 14

 질 의

“관대교(□□☆☆대교) 가설공사” 현장에서의 공동계약 이행관련 다음사항을 질

의함. 

＜계약현황＞ 
- 발주방법 : 내역입찰 - 공사기간 : ’05.7.27~’08.10.09 

- 계약금액 : 100억원이상 - 지분율 : A사 51%, B사 39%, C사 10% 

＜현장상황＞ 
공사착공 후 16개월 동안 B사는 현장직원 1명만 투입하고 분담요청액의 

8.6%(171백만원)만 입금하여 현장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함. 

＜질의내용＞ 
질의㉮ 공동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B사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할 수 있는지? 

질의㉯ A사와 C사가 계약이행을 위해 투입한 분담금의 실제비율에 따라 B사의 

동의없이 기성을 수령할 수 있는지? 

질의㉰ 발주처가 위 ㉮㉯항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A사와 C

사가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신 

- 귀 질의 ㉮, ㉰에 대하여 

공동이행 방식의 공사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

요령｣ 별표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입찰 

및 당해 계약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탈퇴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의하여 구성원의 탈퇴 조치 여부는 귀 공동수급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사항임. 

- 귀 질의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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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동 예규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

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구성원 각

자에게 지급하되, 대가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출자비율(시공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실제 이행

한 내용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음.

5. 공동도급사간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법무심사팀-960,  2005. 03. 11

 질 의

A사 및 B사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체결한 공사에서 B사가 계약

이행 중 경영악화로 인한 부도로 탈퇴하고 출자지분을 조정하여 A사가 잔여공사 

전부를 이행하고 있는 바, 

1)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B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당초의 공동수급

체 구성원인 A사를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2)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B사의 채권(기성대가)을 당초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A

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직원 및 하도급업체를 제3자로 보아 채권양도가 가능한

지 여부 

3)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B사에게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체불임금이 있는 경

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에 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발주기관에

서 직불할 수 있는지

 회 신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는 출자비율만 달라지고 공동도

급계약은 유지되는 것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에 관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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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조에 의한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동 일반조건 제43조는 하수급자의 하수급대가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것이

므로 체불된 임금에 대한 권리구제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야 할 것임.

분담이행방식

1.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법무지원팀-378,  2005. 08. 12

 질 의

1건 공사에 있어서 주된 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할 경우 

질의1) 분담이행 부분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예) - 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구성업체 : A사(건축공사업), B사, C사(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분담내용 : A사 → 건축공사업(100%) 

         B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70%) 

             C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30%) 

질의2) 질의 1)에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의 합

산 여부? 

예) ￮ 입찰금액 : 10,000,000,000원  

   - 건축공사업 : 9,000,000,000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000,000,000원 

￮ 시공능력 : A사 → 10,000,000,000원 

             B사 → 600,000,000원 /  C사 → 500,000,000원 

 회 신 

공사계약에서 경쟁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

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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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한 답변＞

입찰공고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 각각

의 분담공사에 대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의한 복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질의 2)에 대한 답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2항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

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함.

2.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1873,  2005. 11. 23

 질 의

＜질의 1＞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동일한 면허, 허가, 등록이어야 하는지 또는 일반사업등록

(공장등록) 특허업체와 일반공사업등록자와 공동도급에 의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수

급체 구성원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재공고 2회 이상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어 2회 입찰시 등록된 3개 업체 중 가장 

건실한 업체와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당한지 아니면 재입찰을 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질의 1)에 대한 답변 

공동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1

항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

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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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인 바, 귀 질의의 대상이 건설공사인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 등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건설

업자”와 “일반사업자”(공장등록)와의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은 할 수 없다 

할 것임. 

질의 2) 에 대한 답변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거 재공

고 입찰에 부쳤으나, 이 경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

조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지로 결정하여야 하

는 바, 이 경우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라 함은 당해 입찰에 참여하였는지 

또는 1, 2차의 입찰을 통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의계

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로 보아야 할 것임. 

3. 대표사 단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88,  2008. 11. 14

 질 의

＜질의 1＞
다음 예시의 A사 + B사 + C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

동계약 운영요령에 적합한지? 

예시) 

A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공사감리 모두 면허소지 

B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면허소지 

C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면허소지 

D사 :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공사감리 면허소지 

＜질의 2＞ 
위 예시에서 A사 1개사만으로 전력시설물감리를, A사+B사가 정보통신감리를, A

사+D사가 소방분야에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그 법

률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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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

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주로 면허보완이 필요

한 경우에 허용되는 방식으로서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는 해당 입찰공고의 내용과 

관계법규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

4. 분담이행방식에서 추가물량의 공정이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

정기준은

법무지원팀-2845,  2006. 8. 29

 질 의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추가물량이 토목인지 조경인지 불분명한 

경우 시공업체 선정기준은?

 회 신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

우에는 당초 분담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추가된 공사의 공종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어느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분

담시킬지 여부는 추가된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

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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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변경

1. 공동도급사 부도로 인한 지분율 변경

법무지원팀-4985,  2007. 12. 13

 질 의

○○지구(산업단지조성)개발사업” 시행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3개사)중 일부 구

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분율 배분에 대하여 다음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사＞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에 의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당초 출자비율에 가산한다. 

＜을사＞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에 의거 부

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잔여

공사에 대하여 잔존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율을 배분한다.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동도급계

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

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조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동 출자비율을 변경하게 할 수 있는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중도 탈퇴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서(공동이행방

식) 제12조제3항에 의거 중도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가산하는 것이나 일부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타 구성원에게 이전하는 경

우로서 부도발생 등의 업체가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존재하고 또한 구성원 전원

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구성원의 잔여지분 전체를 일부 

구성원에게 모두 이전하거나 또는 타 구성원에게 일부씩 이전도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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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의 계약이행방법

법무심사팀-594,  2005. 06. 07

 질 의

적격심사에 의하여 체결한 지역공동도급〔A사(70%, 타시도 업체)와 「B사

(30%, 지역업체), (연대보증업체 : C사)〕감리용역계약을 수행중 A사의 부도로 인

하여 용역포기 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의 가)＞
A사가 부도로 인하여 감리용역을 포기함에 따라 동 감리용역의 수행사 결정

여부. 

＜질의 나)＞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2항의 계약이행

조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질의 다)＞
질의2와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의 자격까지 충족되어야 한다면, B사

와 C사가 자격미달일 경우 업체추가 여부

＜질의 라)＞
연대보증인인 C사가 용역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가해지는 제재

가 없는지

＜질의 마)＞
A사의 부도로 인하여 책임감리의 용역중지가 되었을 경우 공사도 그에 맞춰 공

사중지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질의 가, 나, 다)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별첨1〕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동수급체

를 탈퇴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제2항에 의하여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

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되, 잔존구성원 만으로는 면허․실적․시공능력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

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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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동 규정에 있어서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이라 함은 당초 입찰공고에서 정한 

면허․실적․시공능력 등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나, 동 요건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상의 자격까지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잔존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출자비율은 동조 제3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동 

협정서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하는 것이며, 잔여 구성원이 시공능력등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출자비율은 연대보증인과 잔여

구성원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 라)에 대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 받고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마)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

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정지는 동 

예규 제47조의2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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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류로 인한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의 탈퇴와 지분율의 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1841,  2008. 07. 18

 질 의

A사와 B사가 50:50 비율로 ○○처리시설공사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대표사

인 A사가 채권자들로부터의 공사대금 채권압류로 인하여 공정에 따른 공사비용출

자가 불가하고 계획된 공정에 크게 미달하였습니다. 

＜질의 (1)＞
B사가 A사의 지분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먼저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B사와 

발주처의 합의로 A사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탈퇴시킬 수 있

는지와 탈퇴시킬 경우 발주처가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질의 (2)＞
B사와 발주처의 합의로 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변경에 따

른 제재조치는?

 회 신 

공동이행방식의 시설공사 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 ｢공동계

약 운용요령｣ 제1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다만,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

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

청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2조 및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9

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며, 동 규정에 해당되어 출자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

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 예규 제13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협정서 제

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서 탈퇴조치를 취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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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하도급

하도급 일반

1. 하수급예정자 변경

법무지원팀-822,  2005. 09. 15

 질 의

○○공사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기계설비 및 소방시설공사의 하수급 예정자 저

층부(A), 고층부(B)로 되어 A사의 경우 기계설비는 B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

고 소방설비는 B사보다 낮은 경우, B사가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A사가 단

독으로 B사 공사까지 공사수행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계약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나 하수급예정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부도발

생, 면허취소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

초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조건과 동등 이상의 조건으로 새로운 하수급인을 선정하

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하

도급계약의 승인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입찰공고내용, 산출내역서의 기

재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계법령에 정한 하도급 금액비율 등을 고

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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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340, 2005. 08. 10

 질 의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시공에 있어 적격 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서상의 당초 하도급 비율(시행비율, 금액비율 및 당해공사 지역 하수급업체 계약

비율)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복수업체와의 하도급업체 변경가능 여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

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수급예정자

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적

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변경 하수급인의 적정성 여부(변경 

하수급인의 수를 포함)에 대한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 및 ｢건설산업기

본법령｣을 토대로 당해 계약내용, 당해 공사의 시공기술상의 특성, 기타 하수급인

의 시공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

3.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

법무지원팀-1086, 2005. 10. 05

 질 의

“○○고등학교 신축공사”계약에 있어서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와 

달리 원수급업체가 하수급업체의 인장을 임의 사용하여 공사포기각서를 발주부서

에 제출하여 하도급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한 적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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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거쳐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내용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

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

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바, 하수급

자의 변경은 하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부도발생, 면허취소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가

능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인감을 임의 사용

하여 하수급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수급자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4.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방법

인터넷 질의 2011. 08. 09

 질 의

원도급에 적용받은 물가변동 대상 및 조정기준일을 기준하여 하도급 물가변동

대상금액 및 제외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중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하도급 기

성 및 선급금을 공제하여 물가변동 대상금액과 제외금액에 적용하여 산출 하여

도 되는지

  

 회 신 

부대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거나 감액이 되는 경우에 그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

에 따라 하수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 등

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며,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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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대한주택법”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

고 있는 건설 회사입니다.(당 계약서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 “국가계약

법에 의한 국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공사계약을 2006. 6. 12 공동도급 받아 공사

를 수행도중 주관사의 부도로 인하여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일원인 당사

가 잔존 채무를 이행조건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업체도 타

절정산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지명경쟁 입찰하였으나 타절한 업체(부대입찰업체)가 

최저가 견적제출로 인해 수의계약(2007.11.23)를 하였습니다. 

＜질의 1＞ 
이 경우 당초 하도업체가 부대입찰업체로서의 지위는 승계가 되는지? 아니면 타

절정산을 하였으므로 부대입찰업체의 자격이 상실 되는지? 

당사의 연동제의 적용은 당사계약일(2006.06.12일) 

1차연동제 : 입찰일기준(2006.05.19), 90일 경과일(2006.08.19), 

        조정기준일(2007.04.30) 

2차연동제 : 입찰일기준(2007.04.30), 90일 경과일(2007.07.30), 

         조정기준일(2007.12.31) 

3차연동제 : 조정기준일(2007.12.31), 90일 경과일(2008.03.31), 

         조정기준일(2008.03.31) 

이렇게 연동액이 적용되어 발주처로부터 금액변동이 있었습니다. 

＜질의2＞ 
이러한 경우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

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

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에 의거 하도급업체 계약

(2007. 11.23)이후 적용분인 3차만 적용하여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대입찰업체 지위 승계로 인하여 “부대입찰공사에 있어서 부대입찰은 

기준시점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하도급계약은 기준시점이후에 체결되는 경우에는 

부대입찰일 적용”에 의거 1차, 2차, 3차 전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5. 하도급업체의 타절정산과 물가변동

인터넷 질의 2008. 05. 20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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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귀 질의의 당초 하도급업체가 타절정산을 하고 잔여공사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대입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

드리며, 귀 질의의 “당사의 연동제의 적용”에 대하여는 타절정산을 이미 하였으므

로 타절한 업체가 발주처와 체결한 수의계약사항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6. 하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의 법적근거

규제개혁법무담당관-112,  2008. 03. 21

 질 의

하도급 공사계약으로서 지체상금을 징수하면 공사비가 없으니 지체상금을 면제

하여 주기로 한 경우 지체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법적근거는?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간에 체결한 하

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 ｢건설산업기본

법｣(국토해양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민법 및 상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계약예규 ｢공
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때 가능한 것

이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사

자간에 지체상금의 면제에 대한 특약 또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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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방공사를 부대공사로 하여 시공가능 여부

법무심사팀-1169,  2005. 03. 28

 질 의

건축공사를 3,842백만 원에 수주하여 시공 중이나 발주당시부터 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일부(9천만 원) 내역에 반영된 경우로서 시공사가 토건업 등록은 되어 있

으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안 된 경우에 

＜질의 1＞
시공사가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를 하도급한 후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를 하고 관할소방서에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는지 

＜질의 2＞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를 하도급하지 않고 동 분야는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

고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는지 

＜질의 3＞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제2항에 따라 시공 중인 건설공

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 일반건설업자가 동 부대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질의 4＞
위 소방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종된 공사 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록 등을 요하거

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면허․등록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

하게 함에 있어서도 동 규정 및 공사 관련 개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공

사 시공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을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

결하여 시공하게 하여야 하고, 당해 공사내용 중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규정

에 의거 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하여 이를 이행토록 할 수도 있

을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사계약내용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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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법령상의 하

도급, 전문공사 및 부대공사에 관한 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

이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귀 질의내용은 계약담당공무

원이 관련 법령의 규정, 당해 소방시설공사의 목적․규모․성질 및 다른 공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8. 하도급계약업체 부도발생시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해지가능 여부

법무지원팀-799,  2005. 09. 14

 질 의

○○기관수요 ○○하천공사에 있어 하도급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계약보증금을 

원도급 자에게 제출하지 못할 경우의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하도급계약 해지 가능 

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하수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

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정된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인과 동등 이상의 자

격을 갖춘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변경 

하수급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의 해지 가

능 여부는 원수급자와 하수급자간의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및 ｢건설산업기본

법｣ 등 하도급계약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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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하도급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710, 2008.07.04

 질 의

우리 기관의 교육센터 교육운영과정에서 위탁업체가 사업수행의 일부 영역중 

Help Desk(전화․게시판 상담 등)업무를 다른 업체의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

고 있는데 이를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어느 의견이 타

당한지?

※ 위탁업체와 계약한 근거법령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근거하여 입찰되고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2200.04-161-4. 2007.10.21)과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이 붙임서류로 계약되어 있음.

갑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에 의하면 사전에 하도급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항은 2007.12.21로 신설되고 시행일이 

2008.06.22부터이므로  본 건은 하도급 승인 대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을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에 관계없이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0조(하도

급관리 등)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

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의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병설) 만약 을설의 경우를 적용한다 해도 발주기관의 교육센터 운영사업중 일부인

(일반운영) Help Desk(전화ㆍ게시판 상담 등)는 단순 업무이며 제안서상에 

하도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하도급승인 대상이 아닌 ｢사업의 보조 이행

자｣로 보아야 한다.

발주처 의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 공포(2007.12.21)되고 시행일이 

2008.06. 22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시책이 소프트웨어진흥정

책과 이 사업이 발주기관의 교육센터운영사업의 일부인 단순 업

무 인정과 제안서의 하도급 명시된 부분이 없다면 하도급 승인이 

아닌 ｢사업의 보조 이행자｣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타당함(병설)

 회 신 

계약에서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은 당해계약에 대한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라도 적용되며 또한 계약문서에 하도급관련 내용의 유무에 불구하고 발주처의 승

인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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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수급예정자 계약포기시 하도급계획 변경

법무지원팀-3561,  2006. 10. 30

 질 의

○○항건설사무소와 체결한 호안축조공사계약에서 하수급예정업체의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여 다른 하수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질의 1＞
당초 제출한 하수급예정업체의 수와 공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질의 2＞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명기된 하도급비율을 유지한 채 누락된 공종을 추가

하여 당초의 하도급비율 이상으로 발주한다면 추가된 공종을 합산하였을 때 당초

의 하도급률을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적정성심사기준 이상이면 가능한지? 

＜질의 3＞
질의 1과 관련하여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비율 이상으로 기 계약된 하

수급업체에 질의 2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

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 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새로운 하수급자와의 하도급계약은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

리계획(업체 수 또는 하도급 공종 등)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

경 등으로 하도급 공종을 추가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동 추가된 공종의 하도급금

액의 비율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의 입찰공고내용, 산출내역서의 기재

사항 및「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 관계법령에 정한 하도급금액비율 등을 고려

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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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법무지원팀-1645,  2007. 04. 20

 질 의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업체로 참가한 지역소재 전문건

설업체가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하수급업체를 선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지역업체를 선정하여 당초 계약비율 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불가피하게 동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

상의 자격을 가진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인 바, 

하수급인 변경시에도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비율은 충족하여야 할 것이

나, 당초 하수급예정자를 지역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요건은 당해 계약이행을 위한 

요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되는 하수급예정자가 충족하여야할 조건에 해당되

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12. 발주처에서 하도급실적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무지원팀-5181,  2007. 12. 28

 질 의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거 발주처인 A공사의 승낙으로 계약상대자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으며, B사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사

와 변경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공사입찰에 참여하고자 

필요한 시공실적증명을 B사가 도산하여 하도급시공내역을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 

A공사로부터 실적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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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공사계약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에 통보 또는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확

인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 대가지급

1.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법무심사팀-165,  2005. 04. 25

 질 의

공동이행방식의 공사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실하여 하도급계약

을 이행 완료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하수급인은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하도급대가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

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계약예규 ｢공
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는 발주기관이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성부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미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금액만 포함되는 것이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

로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

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

에 있어 당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하도급대가 지급책임에 대하여 타 구

성원이 책임을 지지도 않는 것임.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408 -

2.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인터넷 질의 2011. 08. 25

 질 의

원도급사인 당사는 하도급 계약체결당시 발주처에 선금을 신청할 계획이 있어 

하도급계약서에 선금액을 명시하였으나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발주처에 선금을 신

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서의 명시된 선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하도급업체에서는 선급미지급시 공사수행이 

어렵다하여 선금보증서와 함께 선금지급요청을 해온 상태입니다.)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급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을 지급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급자

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

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면 하도급자에게 선

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구체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서인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

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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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하도급변경의 적법성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777(’07.5.01)

 질 의

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계약에서 당초 하도급관리서상의 업

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토록 시정지시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변경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발주기관이 조

치할 사항은?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대표자가 선금을 발주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하도

급업체에 지급했을 경우에 선금지급조건에 위배되는지?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상대자의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미

이행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정조치 여부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미이행 내용 및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부정당업자제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동 예규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

지할 수 있는 바, 귀 질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하도급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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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의 하도급대금 지급

법무지원팀-83,  2007. 01. 09

 질 의

공사계약(계약금액 : 2억원)에서 계약상대자의 산재 · 고용보험료 체납액 

7,000만원과 국세 5,000만원이 체납되어 발주기관에 압류가 통보된 경우 계약

상대자와 하도급대금 직접지불조건으로 체결한 하도급계약(계약금액 : 1.2억원)의 

대금을 하수급인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동 예규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

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공사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우선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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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제9장 대형공사 

제1절 공통기준 

제2절 설계비 보상

제3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4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5절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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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대형공사

제1절 공통기준

1.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참가자격

법무지원팀-1222,  2005. 10. 11 

 질 의

“○○건설공사 제3공구” 대안입찰과 관련하여 원안설계감리업체가 대안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공사현황＞ 
￮ 공사명 : ○○건설공사 제3공구 

￮ 원안 실시설계 용역수행 납품 완료: ’95.11~’98.12 

￮ 원안 실시설계 설계감리자 : ○○공사(제1공구~9공구) 

￮ 대안입찰 일시 : 2005년 8월 22일 

￮ 대안입찰참가자 : A컨소시엄, ｢컨소시엄｣, 컨소시엄 

＜질의 1＞ 
본 공사는 원안설계를 완료하고 상당한 시일(약 7년)이 경과한 후 대안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그 동안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설계기준의 변경, 주변여건의 변

화, 신기술·신공법이 개발되어 이에 대한 반영을 통해 공사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공기 단축을 꾀하였음. 이러한 경우 대안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구성원인 원안설

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설계를 무효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공단 관계규정,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에 원안설계감리자의 대안입찰 참

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설계 작성에 원안 설계감리자가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안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와 배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위

반 여부

 회 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대안입찰에서 대안설계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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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원안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등이 반영된 설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 제도의 취지상 

당초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

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

나, 귀 질의와 같이 원안설계 이후 대안입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원안설

계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설계기준의 변경, 공사현장 여건의 변화 및 기술의 발전 

등 대안공종 부분의 제반 과업수행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안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체)라도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안설계자가 대안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사유

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구체적인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입찰공고, 경과기간, 설

계기준의 변경정도, 공사현장 여건의 변화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

단할 사항임.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또

는 설계감리업체)에 대하여 대안입찰참가를 제한(또는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사전에 대안입찰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

체)를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대안입찰참

가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귀 질의(1 및 2)의 경우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또는 설계감리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나 낙찰대상에서 제한(또는 

배제)하는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서류 등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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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용역업자의 대안입찰 참여 가능여부

법무지원팀-991,  2005. 09. 23

 질 의

설계용역업과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업체가 설계용역을 완료한 공사가 대안입찰로 

공고된 경우 동 대안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된다면 국가계약법령상 적법한 것인지? 

 회 신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대안설계를 제출하는 입찰참가자의 경우에도 또 한 동 규정에 따라

야 하는 것임. 

또한, 대안입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임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취지상 당초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

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다만, 원안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경우 동일한 건의 대안입찰에 대안설계 없이 원안설계만으

로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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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 발주한 Fast Tracking 방식의 계속비계약의 일괄입찰공사에서 

＜질의 1＞ 
기본설계 심의시 일부 사항이 입찰안내서에 위배되어 감점처리 되었음에도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실시설계서는 
갑설 : 입찰안내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하여도 기본설계시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하여도 무방함.(기본설계 심의시 이미 감점처리 되었으므로) 
을설 : 입찰안내서의 내용대로 보완되어야 함. 

＜질의 2＞
실시설계도면을 기본설계도면 내용과 상이하게 작성하였을 경우라면 

갑설 :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하여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없이도 실시설계도면을 변경할 수 있다. 

을설 : 실시설계 심의 상정 전에 발주기관과 서면합의 하였을 때에만 실시설계도
면을 변경할 수 있다. 

병설 : 발주기관과 사전에 서면합의하고 실시설계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실시설
계도면을 변경할 수 있다.

＜질의 3＞ 
공사계약 추가특수조건에 Fast Trasking 부분의 계약이행 중 나머지 부분의 공

사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즉시 타절준공 처리하고 계약은 해

지한다고 약정한 경우에 

갑설 : Fast Traccking 우선시공분은 총 공사 이행일 시점에서 준공처리한다. 

을설 : Fast Tracking 우선시공분에 대하여만 준공처리한다. 

＜질의 4＞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경우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3. 턴키공사 실시설계도면 작성기준에 대하여

법무지원팀-339,  2005. 08. 02 

 질 의

 회 신 

＜질의 1 내지 3에 대하여＞

일괄입찰에서 공사의 시급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에 의하여 공종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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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실시 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고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있어 실시설계적

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에 따라 공정별 우선

순위에 의하여 실시 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일괄입찰에 있어 실

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

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

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변경없이 실시설

계적격자가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이라면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지침, 안내서, 기본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

경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 

또한, 귀 질의 중 계약특수조건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위 규정 및 당초의 입

찰안내서(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질의 4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

는 것임. 

4. 대형공사에 있어 사후환경영향평가의 분리발주 여부

법무지원팀-232,  2007. 01. 18 

 질 의

일괄입찰공사의 사후환경영향평가는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대상사업의 공사

와 별도로 분리발주 하여야 하나 입찰안내서상 계약상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

한 경우 사후환경영향평가는 발주자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상대자가 하여

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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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일괄입찰 공사계약에서 관련법령상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

계약과 분리하여 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국가기관이 통합발

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공사의 

계약내용에서 분리하여 발주기관이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5. 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오류사항 정정가능 여부

법무지원팀-4472,  2007. 11. 07

 질 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과정에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품목의 수량을 당초수량(설계변경전 해당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다르게 누락시킨 사실을 사후에 발견한 경우 동 설계변경

과정상의 오류내용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지?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과

정에 조정금액 산출오류 등으로 인하여 일부공종이 누락되거나, 과다ㆍ과소 계상

된 경우로서 현재 계약을 이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이를 재조정할 수 있을 것임.

6. 기본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실시설계시에 삭제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1017,  2005. 09. 27

 질 의

일괄입찰로 발주한 ‘△△지하주차장 건축공사’의 수주회사가 기본설계서에 특정

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과 지적재산권을 명시하여 설계서 평가시 가점요인 중 일

부 도움을 받고 실시설계시에는 동 내용을 삭제하여 위특정인을 배제함이 건설기

술관리법을 위배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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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에 의하여 일괄입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설계심의 결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동 실시 설계서를 심의한 

결과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서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

여 동 실시설계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

류 및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절차에 따라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며 계약의 이행은 심의를 통과한 기본설계서

와 실시설계서의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본설계서에 특정인

의 신기술 또는 지적재산권 내용을 명시하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자가 동 시행

령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실시설계시에도 동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요구 여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계자문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 기본설계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 결정 하여야 할 사항임. 

7. 기본설계 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는지

법무지원팀-3066,  2006. 09. 15

 질 의

1.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기본설계 내용의 보완수준을 초과하는 실

시설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있어 계약체결후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아니면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하여 증감된 내용에 따라 입

찰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2. 입찰안내서에 “공사착공시(계약체결후)까지 실시설계적격심의시 제시된 심의위

원 의견을 반영 설계도서 수정후 착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 준수 또

는 수정후 계약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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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

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

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

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한 바, 

동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

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8. 턴키공사 계약서류 우선순위 적용

법무지원팀-963,  2007. 03. 13 

 질 의

○○공사와 턴키공사로 계약한 □□지하철공구 공사에서 일반시방서와 특기시

방서의 내용중 공사준공시 발주처에 납품하도록 되어있는 지급자재(예비품)에 대한 

납품내역이 상이할 경우 일반시방서 기준에 따라 지급자재를 납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라 지급자재를 납품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계약문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동 예규 제2조제4호에 따라 설계서

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반시방서와 특기시방서에 대하여도 계약

문서에 적용순위를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입찰시의 입찰안내서, 기본설

계서,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부서의 계약담당공무원

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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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안공사의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507,  2008. 04. 18

 질 의

대안입찰로 계약한 “○○신항 남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의 시공 중 발주처의 

요구로 수량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시 안전관리비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승률비

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노동부고시에 의한 계상기준을 적용하는지? 

 회 신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

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과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

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10. 턴키입찰에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산정 기준

법무지원팀-796,  2005. 09. 07

 질 의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심사를 위한 

하도급부분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하도급부분금액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괄입찰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회 신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계약예규는 

국가기관이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이므로 하도급계약의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체결한 계약조건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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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설계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국가

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을 규율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의할 것이 아니라 건설산업을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교통부 소관) 

또는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소

관)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11. 일괄입찰(Fast Track)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성주체 및 이윤율 등

의 제비율은 당초 입찰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법무심사팀-114,  2005. 04. 25

 질 의

일괄입찰(Fast Track)로 체결코자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1. 총공사 산출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는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지 및 발주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지 

2. 총공사 산출내역서의 이윤율, 일반관리비 등은 당초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내

역서상의 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는지

 회 신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

된 실시 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괄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

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

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실

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담당공무원

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총 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동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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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액할 수 없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 실시설계에 의한 총 공사 산출내역서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금액 및 이윤율, 일반관리비 등은 계약상대자(실시설계적격자)의 책

임하에 작성하여 당초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금액 및 요

율(비율)과 일치하여야 할 것이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산출내역서 단가․금

액 및 요율(비율) 등이 일치하는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실시설계적격자)

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은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하여 입찰안내

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여할 수 없을 것임. 

12.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2757  (‘11.06.02)

 질 의

1.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 제8장을 적용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기본설

계를 한자는 실시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참여를 배제 할 수 있는 근거 규

정이 있는지? 

2. 공공기관 입찰에서 같은 법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가능) 수 있는지 

3. 제한규정에 없는 경우라도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제한 할 수 있는지?

 회 신

1. 국가기관(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은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

춘 자에게 입찰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이외 다른 조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강행규정) 

※ 동 입찰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은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결

정됨 

2. 국가기관이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 및 규칙 제25조에 

규정에 정한 “제한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위 조항에 없는 기준으로 제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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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니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계약법령 제21조의 제한규정 이외에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제한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및 계약업무를 함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해당법령

(규정) 등에 따라야 하고 이를 벗어난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절  설계비 보상

1. 대안설계가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방법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238(’07.02.07)

 질 의

대안입찰에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1개 업체의 대안 설계평가가 불

채택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

는지? 대안설계가 불채택된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8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안설계 평가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회 신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인이

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입찰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등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
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해 경쟁입찰의 성립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특정입찰자자의 대안 설계가 

불채택된 사유가 상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한 후 그 결

과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경쟁입찰이 성립된 경

우로서 특정 입찰자의 대안설계가 불채택된 때에는 원안설계를 적용하여 입찰절

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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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설계 공모당선작의 권리 및 보상에 대하여 

법무지원팀-1328,  2005. 10. 20

 질 의

＜질의 1＞건축설계경기 공모당선작의 기본 및 실시설계의 권리 행사방법은? 

＜질의 2＞현저하게 적은 용역비로 발주부서에서 계약 요청한 경우 당선작 제출

자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질의 3＞용역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권리주장 및 보상기준은?

 회 신 

건축설계를 공모하는 공고문에 “당선작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라는 내

용을 명시한 경우, 발주기관은 당선자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의 이행에 관하여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공고문에 “계약금액은 적격심사기준에 정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그 금액 이하로 한다”로 한 경우, 발주기관이 동 낙찰하한

율 보다 현저하게 적은 용역비로 계약요청을 한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낙

찰하한율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당선작 제출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동 용역비 산정의 합의

가 되지 않아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이

행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른 당선자에 대한 보상은 공모조건, 기

본 및 실시설계 계약의 불성립 귀책사유, 민사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 

3. 대형공사에서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도서의 소유권은

법무심사팀-339, 2005. 01. 12 

 질 의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시 낙찰탈락자(설계비 보상금 수령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이 발주관서에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

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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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낙찰 탈락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은 당해 입찰공고 내용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동 낙찰탈

락자의 설계도면을 이용, 시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제3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일괄입찰공사에서 물가변동

인터넷 질의 2011. 03. 17

 질 의

일괄입찰공사로 2010. 9. 7 입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F/T(Fast 

Track)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총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분실시설계

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경인운하사업과 연계하여 영구시설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미이행한 상태입니다. 

＜질의 1＞ 
입찰시 제출한 투찰내역을 총공사 산출내역서로 볼 수 있는지 

＜질의 2＞ 
입찰내역을 총공사 산출내역서로 볼 수 없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된 산출내역

서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질의 3＞
실시설계 미이행부분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총공사산출내역서가 확정되었을 

경우 조정기준일을 소급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공정표에 의해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해도 되

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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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

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게 하기 전에 총 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

이며, 총 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하

는 바,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이를 증액할 수 없는 것임. 

또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74조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하고 동시에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 증감하는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가

능하며, 동 요건을 충족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

준일 현재의 산출내역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

격에 대하여 산출 하여야 하는 것임.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법무 41301-55449, 2004.05.28

 질 의

〈질의 1〉
턴키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비, 공사손

해보험료 및 미술장식품 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

이 가능한지 

〈질의 3〉
1차 물가변동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합의서에 1차 증감액을 명시한 후 2차 

조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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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

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

5항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합의서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서인 경우에는 동 

합의서 내용대로 동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1, 2차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계

약금액 조정은 1차 계약이 체결된 후 2차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1차 변

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는 없는 것임.

제4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대형공사 수량정산

법무지원팀-3934, 2007.9.28

 질 의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의 

수량은 일치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을 경우 

(갑설) 산출내역서상의 이중 적용된 수량을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대안입찰공사에서는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설계서를 기

준으로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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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공종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

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

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

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적용단가에 대하여

법무지원팀-250, 2006.01.23

 질 의

＜질의 1＞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설계변경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의 적용단가 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각각 구분해야 하는지 아

니면 합계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를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2＞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제

2항 및 제21조제2항제3호에 계약상대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이 있는지? 

＜질의 3＞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할 경우에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

21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지?

＜질의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조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

출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임의의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회 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계

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의하되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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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증가된 공사량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가는 동 예규 제21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설계변

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계상된 경우라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각각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작성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합계단가만 있는 경우에는 합계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적용단가를 결정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과 설계변

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귀 질의 2에 대하여>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귀 질의 3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계

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조제2항에 의

하여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

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

인 바, 귀 질의의 동조 동 항제3호는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에 적용하는 규정임.

<귀 질의 4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현행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4조제6항에 의거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동 조제1항에 의

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입찰

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은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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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조에 의거 동 기준 ‘별지 1호 서식’에 의하는 것

으로서, 동 산출내역서의 서식에 정한 바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

역서에는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

찰자 또는 낙찰자는 이러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

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공종별 목적물에 대한 물량의 항목, 규격, 수

량, 단위 등은 계약상대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 작성할 수 없으나, 다만, 단가 및 

금액은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3. 대형공사 인허가기관 요구사항 수용시의 설계변경

법무지원팀-4724, 2007.11.26

 질 의

국가기관과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구간에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

(군도) 접합부 시공을 위한 교통우회가도 조성시 발주기관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지방경찰청)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교통안

전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회 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

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

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

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

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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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매각대 단가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〇〇〇〇, 2011.09.23

 질 의 

○ 현 황 
- 당 현장은 일괄입찰공사방식(T/K)으로 발주한 공사로써 실시설계 당시 시장조

사한 암매각대(예,-2,000원/㎥)를 설계내역에 공제금액으로 반영한 상태인데, 

계약 후 현장에서 시장조사한 암매각대(예, -3,000원/㎥)가 더 높은 경우로

서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조정(감액) 해야 하는지 여부 (아래 질의 참조) 

○ 질의내용 : 일괄입찰공사방식에서 암매각대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의견 

- 의견1 :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나, 현장의 여건변동

으로 인한 감액은 가능하므로, 현장에서 시장 조사된 단가(-3,000

원/㎥)로 감액 해야한다는 의견 

- 의견2 : 일괄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공사금

액에 대하여 상세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 후 현장에서 시장조사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감액 할 수 없다는 의견 

 회 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일괄입찰공사계약 포함)은 낙찰 및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인 

바,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그 확정된 계약금액과 계약내용대로 이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건

에 해당하거나 또는 매각대금이나 법정경비 등의 정산특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비목에 대해 실제 지

출한 금액이 산출내역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가감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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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시설물의 설치요구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72, ‘08.07.31

 질 의

일괄입찰로 계약한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입찰일 이후에 ○○구청에서 요

구하는 추가 시설의 설치비는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인지 여부

 회 신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 관련법령, 입찰안내서 등에 정

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낙찰자 결정 후 심의 확정된 설계서를 당해공사

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및  계약예

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제2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임. 

6.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

금액조정

인터넷 질의 2008.12.17

 질 의

일괄입찰(턴키)에 있어 전력인입공사 등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는 수탁

공사는 계약시 개략적인 금액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추후 확

정된 금액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회 신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련

기관에 분리 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분리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로서 동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케 하였다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공사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

부분은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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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출내역서상의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

법무지원팀-2148, 2005-12-16

 질 의

일괄입찰로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의 터널공동구 시공방법이 설계서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에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

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공성 향상 등을 고려, 설계도면의 단면 

변경 없이 합판거푸집과 펌프카를 이용하는 대신 시공방법을 기계화시공으로 변경하

는 경우 기계화시공에 대하여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도 발주기관이 설계서

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

량산출서 등은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

설명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상의 시공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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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턴키공사의 설계변경시 전체공사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875  (‘11.07.29)

 질 의  

“□□공구 사업”을 설계시공일괄입찰(T/K)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입니다. 그러나 하도정비공사의 준설공은 토사굴착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의 지

질이 리핑암으로 형성되어 설계시의 준설공단가(토사굴착) 보다 더 높은 품목(리핑

암 굴착)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가물량의 단가적용에 대하여 아래 어느 주

장이 타당한지? 

<입찰안내서>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로 설계 변경할 경우 공사비의 증액은 인

정하지 아니한다. 

<갑설>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할 경우 지질조사소홀로 인한 

설계시공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는 것이므로 증감물량 모두 산출내역

서상 단가(토사단가)를 적용함. 

<을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라 할지라도 설계서가 현장상태와 상이하여 설

계변경을 할 경우 증가된 물량(리핑암)에 대하여는 리핑단가를, 감소물량

은 산출내역서상 단가(토사단가)를 적용함. 

 

 회 신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

반조건」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

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

이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1조제1항과 제3항, 동 예규 제21조제4항과 제7항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

다. 따라서 감소된 공사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에 의하며, 증가된 공

사량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단가(A)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B)의 범위 안에서 계

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금액[(A

＋B)/2]에 의합니다. 그리고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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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안공사의 설계변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162, 2008.10.15

 질 의

 ’04. 12. 27일 국가계약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로 발주된 항만공사임 

공사현장설명시 골재(모래)채취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발주자가 부

담하는 관급액으로 설정되었고, 대안설계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증감은 불가능한 

것으로 입찰안내서의 질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사도급 범

위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대안부분)한 매립용 모래와 재하성토용 모래로는 시

공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모래를 사석으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으

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모래의 감소금액에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

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5억원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증가되는 사석량에 대한 금액

을 감소되는 금액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질의 : 대안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법으로 시공이 불가능

하여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설계변경시 관급 감소액을 감안하여 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 관급액은 도급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설계변경시 이를 포함하여 공사비 증감을 따질 수 없음 

을설 : 관급액이라 하더라도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된 공종이므로 설계변경시 이를 

포함하여 공사비 증감을 따질 수 있음

  
 회 신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 일반조

건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

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공사계약에 있어 관급금액은 계약(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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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관급금액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임. 

그러나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6 및 제20

조에 따라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관급자재 변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설계서, 관련규정,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

단 하여야 할 것임.

10. 대안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2068, 2006.06.22

 질 의

○○공사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정수장 건설공사”에 있어 공사현

장 부지 경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당초 설계서상의 “직

접 항타방식”을 “천공후 삽입 항타방식”으로 발주기관이 민원내용을 수용하여 공

법을 변경할 경우에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

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

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민원의 내용, 설계변경의 귀책사유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단할 사항임.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438 -

11. 대안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2753, 2011.06.02

 질 의 

국가기관과 대안입찰로 계약 체결한 “○○도로 건설공사”의 시공 중 현장설명서 

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에 책정된 P.S단가공종이 일부 감액되어 감액된 금액에 대

한 설계변경시 P.S공종, 설계서와 현장상태의 상이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사항 반

영 등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증감합산의 방법 중 아래 어느 설

의 입장이 타당한지?. 

① 갑설 : 설계변경시 전체계약금액과 동일, 

② 을설 : 설계변경시 전체계약금액 20 감액, 

③ 병설 : 설계변경시 전체계약금액 10 감액

 회 신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

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1조제1항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

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경우 및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

가기관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

는 동 예규 제21조제7항에 의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내

용의 미확정 등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P.S항목 (Provisional Sum : 개략금액)]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3조제2항에 의

한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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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분대안공사의 인허가기관 요구 수용과 위치변경

인터넷 질의 2009-11-18

 질 의

부분대안공사의 오수차집관로에 대하여 원안설계의 관경 500㎜와 동일하게 대

안(관경 500㎜)을 작성하여 입찰 계약하여 시공 중입니다. 인허가 기관이 발주자

에게 오수차집관로의 관경을 기존 청학처리분구와 동일하게 700㎜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발주처가 이를 수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는데 

발주처는 당사가 오수차집관로의 관경에 대하여 인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

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계약금액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 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

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

조제1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

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

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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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처리 위치변경시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3638, 2007-09-06

 질 의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대안구간인 터널시점부 토공은 외부 사토없이 

토공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초 원안구간 종점부로 성토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원안구간 종점부에 예상치 못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추가 보상구간 발생 등의 사

유로 종점부 시공이 상당기간 지연될 예정이며, 

따라서 현재 주공정인 터널공사의 촉박한 공정을 감안할 때 대안구간 터널시점

부 절토물량을 원안구간 종점성토부로 바로 운반하지 못하고 용지보상이 완료된 

일부구간에 가적치 후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성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대안구간 터널공사의 사토를 위하여 원안구간종점부의 사토장을 확보

하여야 하는데 집단민원 등이 발생하여 공사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긴급한 터널공

사의 사토를 위해 추가적인 토공가적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안 또는 원안부문 

중 어느 부문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 신 

대안(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계약

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의 이행중 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 등이  계약예규「공

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에 정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제74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대안이 채택된 공종에서 발생한 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이 변경

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내용변경사유가 발생한 대안공종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제9장 대형공사

- 441 -

14. 대안입찰에서 원안설계부분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법무지원팀-368, 2006.01

 질 의

대안입찰에 있어 원안으로 계약 체결된 공종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설계

서에 명시되지 아니함을 이렇게 표현함)된 사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대안설계로 

계약 체결된 공종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에도 원안구간에

서 발생한 사토를 유용 또는 사토하는 항목은 누락되었으며 계약문서에도 원안채

택 공종공사의 설계서 내용을 대안채택 공종공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 원안채택 공종공사에 있어 발생한 사토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

정이 가능한지

 회 신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

조제4호의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대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대안설계가 아닌 원

안설계가 채택된 부분의 공종에서 발생하는 사토(암)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 설계서에 사토물량,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지 아니 하였다

면 동 예규 제19조의2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고 동 예규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

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원안 및 대안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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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안입찰공사의 문화재 시굴관련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1649, 2007.04.20

 질 의

본 공사는 부분대안입찰 공사로서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서(원안부분, 대안부

분)에는 미확정계약으로 되어 있으며, 대안입찰안내서에는 문화재 시·발굴 및 이

전 복원에 따른 부담(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대안공종을 설계함에 있어 대안공사구간에 문화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필요한 유적시굴조사비를 산출내역서상에 반영하였음. 

갑설 : 대안입찰안내서상 문화재 시·발굴 및 이전 복원공사의 비용부담주체가 발

주기관에 있다 할지라도 대안채택된 산출내역서에 유적시굴조사비가 계상

되어 있으므로 대안구간에서의 유적시굴조사비와 관련된 일체의 모든 비용

은 계약금액조정 없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 원안설계에도 유적시굴조사비는 미확정 공종으로 부담주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대안공종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계약문서)가 아니므로 유적시굴조사

비는 대안입찰안내서의 비용부담한계에 의거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회 신 

대안공사계약(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와 시공

을 책임지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

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동 예규 제19조제2항에 의거 설계서에 해당되

지 않는 바,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대안입찰안내서 등)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 오류·불분명 등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

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대안입찰안내서에 의거 문화재 시·발굴 및 이전 복원공사 비용

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유적시굴조사비가 산출내역서상

에 반영되어 있다 하여 유적시굴조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없는 것

이며,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이 조사‧발굴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 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조사‧발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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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안입찰공사의 노선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법무지원팀-3073, 2006.09.15

 질 의

＜현황＞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국도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착공 이후 발주

기관과 인·허가기관인 문화재청과의 노선(路線)결정 재협의 과정에서 당초 노선

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어 터널연장이 2.3㎞에서 4.3㎞로 약 2㎞ 증가되었으며, 이

때 터널구간의 평면선형 및 종횡단선형이 모두 변경되어 시공에 따른 지반조건 

및 패턴의 변경과 장대터널로 인한 노임할증 및 운반거리의 변경 요인이 발생되

었습니다. 

＜질의＞ 
1. 변경하는 터널구간 4.3㎞중 2.3㎞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는 노선이 변경되

어 지반조건 등 당초 작업조건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당초 터널구간(2.3㎞)의 기

존 계약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비목의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2. 변경하는 터널 전구간 4.3㎞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는 기존 계약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비목의 단가로 하여야 하는지?

 회 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

기관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처가 수

용하여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

반조건」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바, 

귀 질의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터널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대상공

종이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이라도 지반조건, 투입장비, 작업조건 등이 당초 설

계서의 내용과 달라진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공종

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6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444 -

17. 대안입찰공사의 내역서상의 간접비 조정 가능여부

법무지원팀-2604, 2007.06.28

 질 의

당 현장은 2005. 3.에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2005. 4.에 계약체결된 공사로서 

대안설계용역비용이 내역서상 직접비(공통가설공사)에 계상되어 있어, 공사원가계산

서에 그에 따른 간접비가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바, 현재 공사원가계산서의 직

접비 항목에 있는 설계비를 원가계산서상으로 이전 시키는 경우. 

갑설) 설계비는 용역비 이므로 공사원가계산서에 포함된 간접비를 총공사비에서 감

액시켜야 한다. 

을설) 대형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산출내역서의 오류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감액)은 불가하므로 총공사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회 신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

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

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

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공종별 물량으로 구분되어 있는 설계비 항목을 단순히 공사원가계산서상의 항목

으로 변경하여 구분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한 총공사 계약금액은 조정(감액)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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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안입찰공사에서 설계오류로 설계변경을 할 경우 전체공사계약

금액의 조정방법

규제개혁법무담당관-3784, ‘08.11.20

 질 의

발주처의 설계심의를 거쳐 적격판정을 받고 대안입찰로 계약 체결한 “○○도로
공사”의 시공중 □□시 자체감사시 일부공종에 대하여 설계오류를 지적하면서 설
계도면의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공사비의 증감사
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어느 방안이 적합한지 ? 
의견 ① )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발생할 경우 총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금액은 감액조

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의견 ② ) 대안공사에 대하여 자체감사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는 계약상대자

의 귀책으로 보아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되 총액으

로 체결된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함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따른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나, 

동 예규 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으나 감액은 가능한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대상여부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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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일괄입찰에서 계약이행의 기준이 되는 설계변경

법무지원팀-249, 2005.08.25

 질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에 규정한 대형공사의 

낙찰자 선정에 필요한 설계심의 등의 제반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계약체결된 일괄

입찰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시공은 기본

설계서에 의하여야 하는지, 실시설계서에 의하여야 하는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에 의하여 일괄입찰

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설계심의 결과 실시설계 수행의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 설계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 자문위원회)는 동 실시설계서를 

심의한 결과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서에 비추어 미비하거

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따라 보

완요구를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5항에 의하여 동 실시설계서의 기술적 타

당성을 검토하고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 및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절차에 따라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 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체결을 하

는 것이며 계약의 이행은 동 실시설계서의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에의한 설계서의 보완요구는 계약체결 이전에 할 수 있는 

조치(계약이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무한정 보완요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임)이며 

계약체결 이후 입찰의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실시설계서가 

미비·불분명 또는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의

하여 설계변경을 하되 계약금액의 증액만큼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가 상이하게 된 귀책사유는 입찰안내서

와 기본설계서의 내용 및 실시설계 심의시의 심의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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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괄입찰(Fast Track)공사의 계약금액조정

법무심사팀-126, 2005.01.06

 질 의

일괄입찰(Fast Track)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1. 우선시공부분에 대하여 설계도면상의 수량과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당초 우선시공분에 포함되지 않은 기초공사를 우선시공분에 포함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공사시

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계도면의 변경 없이 설계도

면상의 수량보다 산출내역서의 수량이 누락 또는 과다·과소하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도면상의 

수량이 산출내역서에 누락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경우 산출내역서의 수량은 설계

도면과 같게 조정하되, 산출내역서에 누락 또는 과소하게 계상된 수량의 금액은 

무대(0원)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

5항 내지 제8항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 시행부분은 예산배정상황,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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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Ⅰ

인터넷 질의 2009.06.19.

 질 의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 중 발주자의 설계조

정요구가 교량의 형식과 디자인의 전면적인 변경을 초래하고, 당초 기본설계안에 

비해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수반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제7항의 설계보

완에 해당되는지?a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하는 실시설계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

나 기본설계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서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7항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실시설계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서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실시설

계서에 대한 보완을 함에 있어서도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임. 또

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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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Ⅱ

인터넷 질의 2009.06.19.

 질 의

설계·시공일괄입찰로 계약한 “○○공구 건설공사”의 시공 중 발주자의 설계조

정요구가 동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설계변경요구에 해당한다면 동 공사의 설계지

침의 특약에 의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배제는 동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무효인지? 계약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교량 보다 높은 등급으로의 설계변경을 요구

하는 것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거 동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조정을 허용하는 것인지?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입찰안내서라 함은 설계 시공일괄입

찰 등 대형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가 숙지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

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기타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하여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작성한 입찰안내서의 일부내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조제3항

에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입찰안내서

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와 같이 입찰안내서에 계약금

액의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음.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 450 -

23. 일괄입찰에서의 설계변경(우선시공분 이외의 시공분)

법무지원팀-1897, 2005.11.29

 질 의

일괄입찰(Fast-Track)공사계약에 있어 

  - 우선시공분(Fast-Track)에서 계약상대자가 조사 실시한 지질조사보고서 보다 

암 물량이 증가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공기 조정이 가능한지 

  - 계약도면, 공사시방서, 계약내역서가 없는 우선시공분 이외의 공사 부분도 계

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향후 계약예정사항으로 총 공사 부기금액

만을 명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도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

액은 동 예규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

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안

내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질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조사

한 당초의 조사내용보다 많은 양의 암(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

임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의 증액 및 이로 인한 공기

연장(지체상금 면제)은 할 수 없다 할 것임. 또한 장기계속계약은「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이

는 총사업규모에 대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예산회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야 하는 것이며 총공사부기금액은 계약당사자간에 총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공사

기간 등 총사업내용을 확정한 것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6항에의거 우선시공분 (Fast-Track)의 실시설계 적격자와 장기

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선시공분 이외의 공사물량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

결한 것이나 단지, 시공의 긴급 등으로 인하여 총공사계약 이전에 하여야 할 실시

설계를 총공사계약 이후에 하는 것일 뿐으로서 그 이외의 내용은 일괄입찰계약의 

경우와 동일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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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괄입찰공사의 신기술신공법적용에 의한 설계변경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137, 2008. 02. 15

 질 의

일반 공사에서 신기술·신공법 사용에 의해 현저하게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인정받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괄입찰

공사에서 신기술신공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와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절감액의 

100분의 30만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신 

1. “일괄입찰공사에서 신기술신공법이 적용가능한지 여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시공중에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음. 

2. “신기술신공법 적용시 절감액의 100분의 30만 감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경

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따르는 것이나, 객관적으

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동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당해 일괄입찰

공사계약금액 중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인 바, 구

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정도, 

적용법령,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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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법무지원팀-1492, 2007.04.02

 질 의

＜질의 1＞
일괄입찰로 체결한 ○○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순성토 운반노

선이 변경되어 변경된 운반로를 따라 순성토를 운반해야 하나, 산출내역서에 운반

거리 4km가 운반비 없이 성토값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이 가능한지? 

＜질의 2＞
당초 설계에는 화포천 습지내에 공사용 가축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산

출내역서에는 공사완료 후 가축도 재료의 철거비용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교량위치를 화포천 가장자리로 변경하여 공사용 가도로

를 조성하도록 변경되고 동 공사용 가도로는 공사중에는 PSC Beam 제작 및 설치

를 위한 제작장 기능으로 공사 후에는 기존 농로를 대체하는 영구도로 기능을 갖게 

되어 있어 그 공사의 성격이 달라진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 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2항 각 호에 의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해당 공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단가는 무대로 처리하고,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단가를 산정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1호

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1조제2항 각 호

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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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실시설계서 변경과 계약금액조정

인터넷 질의 2009-11-18

 질 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에 의해 우선시공분(Fast Track)에 대해 발주자의 설계지

침과 기본계획 및 자체 비교검토를 통해 디젤엔진구동의 기계식RTGC(Rubber 

Tired Gantry Crane)를 운반 크레인으로 기본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후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잔여분에 대해 실시설계중인 “□□

시설공사”와 관련,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본 공사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및 기

본설계서에도 불구하고 크레인형식을 전혀 다른 형식인 전기식 RTGC 또는 전기식 

RMGC(Rail Mounted Gantry Crane) 기종으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계약금액조

정이 가능한지? 

 회 신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

계서가 작성되고,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처가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처가 실

시설계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1조제3항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27.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

할 수 있는지

법무심사팀-828, 2005.06.15

 질 의

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의 일부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하고 입찰안내서의 

일부 내용과 다른 기본설계부분도 보완하여 실시설계심의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경

우 동 실시설계서를 설계·시공 일괄입찰 목적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및 기본설계와 다르게 작성된 실시설계부분은 기본설계에 맞게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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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일괄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7조제1

항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

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실시설계서가 기본계획 및 지

침과 기본설계서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실시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

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

에 따라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동 범위를 벗어난 수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이며, 동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발주처의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임. 

또한 일괄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한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

계서를 보완하고 시공하여야 할 것임.

28. 턴키공사에서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의 경우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44, 2008.04.01

 질 의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사무소 건설공사 이행중 지자체 청사 등 건립공사

에 있어서 2001.9.21 계약체결시 케이블전선 규격이 KS규격이었으나, 공사이행중 

공사관련법령(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의 개정으로 2006.7.1부터 IEC규격의 

제품만 생산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또는 신규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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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라 일괄입

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

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공사 

이행중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

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제3호에 따

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금액을 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신규비목의 계약

금액은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4호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

가로 하는 것임.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판단은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기,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계약문서 및 관련법령 등과 설계서 변경의 귀책여

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29.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방법

법무심사팀-1214, 2005.04.06

 질 의

턴키공사 시공중 마감도면에는 <냉연강판+방처Paint+조합Paint>로 표기, 철골공

사 구조일반사항 도면에는 아연도 강판으로 표기되어있어 설계자의 확인을 받아 발

주자의 동의아래 아연도 강판으로 시공하였는바, 설계변경시 신규단가 적용방법은

 회 신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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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을 것이며, 설계서의 작성은 입

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

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시공하여야 할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마감도면과 구조일반사항 도면의 상이로 

시공중 발주자의 동의아래 설계변경 하였다면 동 예규 제21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계약상대자가 설계서에서 정

한 시공방법대로 시공하지 않고 새로운 시공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등 포함)로 

당초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동 예규 제21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바, 세부공종(단일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이 동시에 발생되는 관련 

공종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종을 포함)에서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동

시에 발생되는 때에는 동 예규 제21조제5항에 의하여 세부공종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 공종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입찰

안내서, 설계지침, 설계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

하여야 함.

30.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법무지원팀-4614, 2007.11.16

 질 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한 “00집단에너지시설건설공사”를 2007년4월

16일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인 바, 아래 내용을 질의합니다. 

질의1) 턴키공사에 있어 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실시설계진행 중 발

주처의 사업부지 추가확보에 따른 부지활용계획 변경요구에 의한 설계변

경 가능여부 

질의2) 턴키공사에 있어 기본설계 이후 교통·환경영향평가자료를 실시설계에 추

가적으로 반영하는 경우 설계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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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

서가 작성되고, 계약체결 이전에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서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2항에 의하

여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31.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법무지원팀-1043, 2005.09.30

 질 의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공사에 있어 현장설명 당시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로는 파

악이 불가능하였으며, 실시설계단계에서 조사 및 예측이 불가능한 지하구조물을 

시공 중 발견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도 설계서의 오류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

능한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등 동 예규 제21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2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

우 지하구조물의 존치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사전인지를 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지하매설 지장물도면, 현장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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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타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기술제안입찰의 계약금액조정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431, 2008.11.13

 질 의

① 국계법시행령 103조의 기술제안입찰과  105조의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에도 동 시행령 제14조6항3호의 단서조항이 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②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국계법시행령 제103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설계서의 범위는?

③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자가 제출한 설계서의 변경은 

없으나 산출내역서의 물량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수량산출 착오에 의하여 적게 

산정된  경우에도 설계변경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④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의 범위는 공사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기술

제안이 채택된 부분”의 범위는

 회 신 

1. “질의 1”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제3호에서 말하

는 공사는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써 추정가격이 1,5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를 

말함.

2. “질의 2, 3”과 관련하여

기술제안입찰에서 설계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따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하는 바, 설계서가 아닌 산출내역서의 물

량에 오류나 누락 등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며, 계

약금액조정도 가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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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 4”와 관련하여

기술제안입찰에서 기술제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

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기술제안이 채택되

어 낙찰이 된 경우에는 기술제안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서의 관련 부분을 수정하는 

것임.

2. 기술제안으로 일부 증가되는 관급자재의 구입비용 부담주체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42, 2011.05.09

 질 의 

당사는 ○○공사가 입찰공고한 “□□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기술제안입찰에 참

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토공사 및 지정공사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에서 당사가 제안한 항목(item) 중 원안설계에

서 지하2층으로 계획되었던 지하주차장을 Transper Plate 구조 시스템을 적용하

여 지하1층으로 제안, 지급자재비 총액을 약 4.3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당사

가 제시한 기술제안사항은 기술위원심의에서 설계적격으로 심사되었으며, 당사가 

제시안 입찰내역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는 입찰안내서의 입찰유의사

항 중 자항을 근거로 지급자재인 PHC PILE 자재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하라

는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술제안으로 전체 관급

자재 비용은 절감되었으나 추가로 소요되는 일부 관급자재의 비용부담 주체에 대

한 귀청의 의견은?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처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3조에 따라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 관

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계약상

대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

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설계서에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관급자재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구매,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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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도급계약후 비상주감리원의 변경요청 반영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802, 2008.05.08

 질 의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을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 지시에 의거 

2004.8.18 추가도급계약을 완료하여 시공 중입니다. 그러나 계약변경전 2004. 

5.07 설계도서를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였으나 비상주감리원의 설계도서 검토결과

가 2005.1.31 통보되어 이미 체결된 변경계약의 내용(시공방법)을 수정하여 시공하

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민원으로 변경된 시공방법의 재차변경으로 인한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인지 아니면 발주처의 부담인지?

 회 신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처가 제시한 입찰안내서(기

본계획, 지침 등) 및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제4호

에 의하여 계약금액 증·감조정이 가능한 것임.

4. 턴키공사의 운반거리 정산

법무지원팀-1177, 2005.10.10

 질 의

턴키입찰 공사에서 설계서나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토처리 거리(규격)

에 대하여 단가 산출서에 명시되어 있는 거리(10Km)보다 가까운 경우도 있고 먼 

거리도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턴키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설계

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의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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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장의 위치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의 변경 등이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

건」제21조제3항에 정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

우라면 동 예규 제23조 및  계약예규「실비산정기준」(현행「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 제13장 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

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바,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

한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입찰안내서, 계약조건, 설계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5.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법무지원팀-275, 2006.01.10

 질 의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제경비율 적용에 관한  계

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규정한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한 율”중 ‘관계법령’에 조달청장이 발표한 2005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

용기준이 포함되는지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재경부의  계

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율과 같거나 낮고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보다 높을 때 적용하여야 할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회 신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순공사원가

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 비

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의하

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

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

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

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라 함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정한 율(퇴직공

제부금비 등 법령에 율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이 정한 

율을 포함)로서, 동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의 세비목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소관부

서에서 발표 또는 고시하는 율, 제20조의 일반관리비율, 제21조의 이윤율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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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장이 발표하고 있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장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공사원가 관련 제경비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소관부서에서 발표 또는 고시하는 율을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의 적

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접노무비, 경비의 일부 세항목,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대하여 공사원가계산시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정한 적용

기준으로서, 동 기준 중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및 관계법령에 율을 정하

지 아니한 제비율 등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로 볼 수 있음. 

6. 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1213(’08.10.17)

 질 의

일괄입찰 대상공사에 있어 고효율 기자재의 정부고시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가

능여부, 가능하다면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액이 불가할 경우 총액 

범위내에서 내역조정만 할 수 있는지?

 회 신 

일괄입찰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

나, 동 조건 제21조제3항제3호 규정에 의서 공사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설계당시 공사관련법령 및 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

에 따라 작성된 설계서를 계약체결이후 공사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조건 제21조제3항제2호에 의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동조건 제21조제2항에 의거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안내서, 설계서 및 

관련법령 등의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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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공사의 준공서면을 공사감독관이 준공일

에 접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송 중 분실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5136, ‘07.12.26

 질 의

○○공단에서 발주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하여 계약된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공사(계약금액 82억원)현장입니다. 현장에 상주중인 공사감독관이 차수공사의 준공

계서류를 준공기한 내에 접수한 후 경유인을 날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송 

중 분실하여 재작성한 준공계 서류를 차수공사의 준공일 경과 후에 제출한 경우 

지체상금의 부과여부?

 회 신 

공사계약에서 공사감독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6조에 따라 계

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의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의 업무는 감리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차수공사 준공기한 내에 공사감독관이 준공계 서류를 접수하고 그 경유

인을 날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발송하였다면 동 준공계 서류는 공사감독관이 

접수한 날자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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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

금액 조정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524(’08.12.17)

 질 의

일괄입찰(턴키)에 있어 전력인입공사 등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는 수탁

공사는 계약시 개략적인 금액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추후 확

정된 금액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회 신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련기

관에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분리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

된 경우로서 공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케 하였다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공사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부분은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한전의 전선인입공

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는 상기 기술된 점을 고려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계약문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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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법무지원팀-1862, 2007-5-08

 질 의

2-가. 공사 설계도서에 반영된 특정제품의 판매자가 소수의 협약업체에게만 동 제

품을 판매하고, 협약업체가 아닌 자에게는 제품판매단가를 높게 제시함으로

써 소수 협력업체에게만 공사수주를 가능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 

2-나. 대안 및 턴키입찰에서 낙찰 받은 자가 공사설계서에서 지정한 특정자재 및 

제품으로 시공하지 않고 다른 자재 및 제품으로 변경하여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 

2-다. 공사설계서에서 지정한 특정 신기술의 개발자가 일부업체에게만 신기술사용

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술사용권을 부여받은 업체에게만 참가자격

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신기술사용권 협

약을 하지 않은 업체도 동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2-라. 공사설계서에서 특정한 신기술 적용대상공사에 대하여 신기술개발자와 기술

사용권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 신기술개발업체가 신기

술 사용 및 자재판매를 거부하거나 불합리한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공사수행

을 지연 또는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 경우 신기술개발자의 기술의 

사용 및 자재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가 법적타당성을 가지는 지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은 있는지? 

2-마. 계약상대자가 공사설계서에서 지정한 특정자재만을 신기술개발자로부터 구

매한 후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간에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 후 하도급자가 시공한 경우에 신기술보호관계법 및 관련규정에 위배되

는지? 

 회 신 

1. 귀 질의 2-가, 2-나, 2-라, 2-마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

며, 계약이행 중 공사자재 변경 요청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사에 사용할 공사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자재로 변경할 것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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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물품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

이며,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

용할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당해 설계서에 반영된 신기술을 

신기술개발자가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타 공법

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신기술개발자의 보호 등은「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동 법

령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www.moct.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소관부

서인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신고하실 사항임.

2. 귀 질의 2-다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및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는 

바, 입찰참가자격 여부는 발주부서의 당해 입찰공고와 관련법령에 따라 정하여 질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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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국제입찰

1. 국제입찰대상 여부 

인터넷 질의 2011. 07. 28 

 질 의

국제입찰에 의하는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우리공사는 □□공사의 자회사인 ○○개발공사입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건

의 추정금액이 488억원입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당 공사 같은 

경우에 국제입찰 대상이 되는지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는 바, 이 경우 "○○개발공사"는 정

부조달협정문(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한국양허표 

부속서(ANNEX)3에서 정한 국제입찰대상 조달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조달요청금

액에 불문하고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됨.

2. 정부조달협정 규정에 의거 국제입찰 여부

인터넷 질의 2011. 05. 11

 질 의

GPA 규정상 회원국들간의 국제 입찰은 가능하고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간의 국

제입찰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GPA협정문 제 7조 3항 '가'조에 보면 '공개 입

찰절차는 모든 관심있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이다'라고 나와 있

습니다. 여기에서 '관심있는 공급자'란 '비회원국'도 포함되는지 상기 조항에 의하면 

비회원국도 국제 공개입찰에 입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달기관의 특별한 공고가 

나와야지만 국제 입찰에 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제입찰 중 공개입찰 및 지명입

찰의 정의 및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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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귀하의 질의는 국가계약법규에 의한 질의내용이 아닌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사항

으로서 우리 청의 유권해석의 대상이 아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국제

입찰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

정」제3조제3항에 정한 범위내에서 정부조달협정가입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며, 협정 비회원국에 대하여 별도의 국제입찰개방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없으며, 

다만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가입국 이외

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동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부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 용어의 정의는 동 특례규정 제2조에 의하는 것이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특례규정 제18조에 의하여 직접 정한 자격 및 지명

기준에 따라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으나,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지명기준 등은 동 특례규정 제4조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됨. 

3 국제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 

법무지원팀-1768, 2005.11.22 

 질 의

국제입찰로 시행하는 내자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정부조달협정회원국 국

민으로서 동 회원국에서 생산, 제조(제품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

을 공급하는 자" 로 공고한 경우 "한국에서 당해 입찰에 명기된 품목을 생산, 제

조(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한다고 인정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회 신 

국제입찰로 시행하는 일반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9조 및 제39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 각호 및 동 특례

규정 제12조에 따른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

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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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입찰을 실시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이 동 규정, 당해 입찰공고 내용, 물품의 원산지, 제품의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을 한자가 정부조달협정 회원국 국민인지 여부, 구매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4. 국제입찰과 지역의무공동계약 

인터넷 질의 2011. 03. 30 

 질 의

국제입찰(물품) 재경부 고시금액이 6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7천만원이 

넘는 국제입찰(물품)을 협상에의한계약체결방식으로 진행할 때 지역업체 의무 공동

도급을 할 수 있나요? 제안서 평가조항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경우 가산점

을 줄 수 있나요?

 회 신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제39조에 정한바와 같이 동령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적용

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제72조제3항

에 따른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함.

5. 외국기업 참여시 불이익 해당여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173, 2011.08.17

 질 의  

국내관급입찰에서 입찰공고, 입찰평가 및 낙찰을 심사하는 기관이 조달청인지? 

외국기업이 국내입찰에 참여시 입찰평가에 대한 불이익조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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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개별적으로 발주되는 국내입찰에서의 입찰공고․적격심사․낙찰자선정은 입찰목

적물의 특성․목적․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해

당 발주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에서「조달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요청"을 한 경우에는 조달청이 입찰공고. 적격심

사 및 낙찰자선정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국제입찰진행방법관련
인터넷 질의 2011. 10. 24 

 질 의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입찰의 진행방법을 2단계 입찰로 실시하여 

기술성, 상업성을 종합평가하여 가장 유리한 입찰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

여 협상을 진행하여도 법규상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계약법 상에는 2단계

경쟁 후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가를 불

비치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협상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회 신 

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제39조에 정한바와 같이 동령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적용

하므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

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등「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특례규칙」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

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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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기업 평가

규제개혁법무담당관-4173, 2011.08.17

 질 의 

외국기업의 국내 관급입찰참여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입찰평가를 하는지? 

 회 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국

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적

으로 취급하는 조항은 국가계약법령이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규의

조달청 유권해석사례집

2011년 12월 인쇄 

2011년 12월 발행 

□ 발      행 : 조달청 

□ 해석편집 :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7071)

위원장  김경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위  원  이영생 위  원  박주선

위  원  장완수 위  원  류정수

위  원  최태홍 변호사  윤태석

위  원  정태일 변호사  유경훈

위  원  우영명 변호사  장기영

□ 편집및인쇄 : 대흥인쇄사(042-634-2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