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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현장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의 모든것



그 동안 우리 공단은 한국철도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오면서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은 개별기업의 노력

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업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간의 동반성장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간 공단은 철도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경영닥터제 및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임치제 도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을 위한 

R&D협력펀드 20억 조성 및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지원활동과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서 협력사의 표준

하도급계약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이용 기업에 대해서는 

PQ 및 적격심사시 가점을 부여하고,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 세부

심사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On-Off라인을 통한 상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수시 하도급 특별점검을 통한 현장의 불공정 사례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공단은 지식경제부로부터‘11년도에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최우수기관,‘12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고,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의 지원 노력을 인정 받아‘12년도 중기청으로부터 기술협력 우수기관

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발 / 간 / 사



이와 같이 우리 공단의 노력과 협력사 분들의 협조로 철도건설현장에서의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 문화는 점점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는 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장기어음 지급, 표준하도급

계약서 미사용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도급업체, 자재ㆍ장비임대업체 등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중되고 이는 결국 

부실시공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우리 건설업의 신뢰를 잃게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협력사 간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공단은 철도건설산업에 참여하는 협력사간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하도급 풍토를 조성하고 원활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도급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불공정 사례, 

심결사례 및 Q & A를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하도급업무에 적극 활용되어 철도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

합니다. 

2012. 11.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 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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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하도급의 개요 

1. 하도급 관련법령의 이해
2. 공단의 하도급 제도
3. ‘12년도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점검

“불공정 내리Go! 동반성장 올리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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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도급의 개요

하도급 관련법령의 이해1

-

1.1 하도급의 정의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정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

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 제664조의 

계약을 말함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ㆍ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ㆍ

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도급거래”라 한다.

하도급거래 성립 요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대기업 등)

∙연간매출액(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

업자의 2배 초과하는 중소기업자

※ 단,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

인 건설업자는 제외

원 사 업 자 수 급 사 업 자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건설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억 이하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위탁

발주자
수급인

(원사업자)

하수급인

(수급사업자)
재하수급인

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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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관련법령

◈◈하도급관리의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도급관리의 일반적 사항을 규정

ㆍ제22조 : 건설공사 도급계약 원칙

ㆍ제29조 : 건설공사 하도급제한

(일괄ㆍ동일업종, 전문공사의

하도급, 하도급사항의 통보)

ㆍ제31조 : 저가하도급심사

ㆍ제32조 : 하수급인등의 지위

(자재납품, 장비대여업자 

대금지급)

ㆍ제34조 :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보증서, 선급금)

ㆍ제35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ㆍ제36조 : 설계변경(물가연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ㆍ제40조 : 건설기술자 배치

◈◈서면교부 및 하도급대금 관련서면교부 및 하도급대금 관련 사사

항을 규정항을 규정

ㆍ제3조 : 서면교부, 서류보존

ㆍ제6조 : 선급금 지급

(발주자에게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대로 15일 이내

지급)

ㆍ제13조 : 하도급대금 지급

(지급기한, 현금비율, 어음

할인료, 수수료, 지연이자 등)

ㆍ제13조2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ㆍ제14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도급대금, 보증서, 선급금)

ㆍ제16조 : 설계변경(물가연동)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법령의 구성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반조건◈일반조건

ㆍ제42조 : 하도급의 승인 등

ㆍ제43조 :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ㆍ제43조2 :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특수조건◈특수조건

ㆍ제3조 : 대가의 지급

ㆍ제43조 : 하도급계약 등에 대한 특약

공사계약 일반(특수)조건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ㆍ제22조 : 하도급의 제한

◈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업법

ㆍ제14조 : 하도급의 제한 등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ㆍ제31조 : 하도급의 제한 등

기타 건설공사 관련법



8

 

      

        
  Tip

구  분 건산법 하도급법 민법 기타
하도급하는 자(종합건설) 수급인 원사업자 도급인 원도급자

하도급받는 자(전문건설) 하수급인 수급사업자 수급인 하도급자

1.3 용어의 정의

하도급 관련용어는 건산법과 하도급법 상호 차이가 있으나

본 책자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산법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

하고, 필요시 하도급법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구  분 내  용

건설용역업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
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

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

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
하는 건설공사

전문공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건설업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도급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하도급
부분금액

당해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이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등 간접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

각 법령에 따른 주요용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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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상시고용

종업원수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의

직전 사업년도말의 종업원수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상의 12월말 월급여간이세율의 총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매출액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의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총액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감사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제무제표증명원”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시공능력
평가액

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에 적용되는 시공능력

평가액을 말하여, 수개 공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기간계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기 익일에 만료한다.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일수를 산정하여 이자를 부과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등으로 지급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등으로 지급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및 어음교부일부터 만기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부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의 용어정리



10

 

   Tip

      

        

1.4 법적용 대상기간

가. 하도급법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처리는 당해 하도급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거래로 한정

하고 있다.

단,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인 경우

에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가능(하도급법 제23조)

거래 종료일

- 건설위탁인 경우에는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나. 건산법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 특별히 그 기간을 제한

하고 있지 않다.

1.5 관련법령간의 관계 등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의한다.(하도급법 제34조)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어 있는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가 될 수 있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건설관련 면허․등록

등을 보유해야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하다.

단, 경미한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건설

관련 면허․등록 등 보유가 불필요

* 5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 1천만원미만의 전문공사(일부공사 제외),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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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2.1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도

가. 대금지급 확인제도

불법․불공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근절을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수급인이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비교․확인하여 하도급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나. 건설공사 대가지급 알림 SMS 제도

공단의 시스템(전자조달, CPMS, EPMS)을 활용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전자조달CPMS자동연계

① 공사대금 지급 ②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

④ 확인결과 전산입력⑤ 상시모니터링

․ ON-LINE 체계로 지급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가능
․ 감독자와 관리자 관리 역할 강화
․ 행정력 절감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감리

③ 감리확인

단계별 시스템 흐름도

KR 전자조달 

대금지급

정상지급15일 이전
정상지급시

지급진행15일 이전
미 지급시

경   고15일 이후
미 지급시

대금지급기한
15일 Counting

지급 3일전 담당자
3일전 알림메일
(EPMS→RANIS)

지급일 초과 담당자
경고메일 송부
(EPMS→RANIS)

KR CPMS KR RANIS KR EPMS

SMS 발송과 
동시에

CPMS 연계

KR 전자조달 KR CPMS KR EPMS KR RANIS 

공단의 하도급 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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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도급관리실태 점검

공단에서는 시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하도급

대금지급 및 건설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등 하도급 전반

사항에 대해 년 2회 이상 정기적인 하도급관리실태 점검

및 수시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관련법령 및 내부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공정위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제조치로 철도건설

산업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하도급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

2.3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단에서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개인 또는 법인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및 동반성장 사이트,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 하는 등 ON-OFF 라인을 통한 

활발한 채널 가동

2.4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철도건설산업의 하도급 심사를 내실있게 운용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기구 설치․운영

∙심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추구 

   ‐ 심사요청 후   
15일 → 7일이내  
심사․의결  

  ‐ 해당직렬 전문가 
위원으로 선정 등

∙직접 공사비에 못 미
치는 저가 하도급 방지

 ∙하도급자가 안심하고 
성실시공에만 전념
하여 철도건설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  

∙저가하도급 심사강화
   ‐ (각 지역본부)  

하도급률 
82%이하인 하도급 
1차 심사

   ‐ (본사) 2차 심사 

∙하도급 최저가 계약 
및 재시공 공사비 
부담 등 애로사항 多

∙자유경쟁에 의한 
저가 하도급 증가 
추세

개선 전 현황 개선 1차 ('11.1.25) 개선 2차 ('12.1.31) 추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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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하도급점검 멘토링 제도 운영

철도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하도급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자

구성시 하도급 관행에 대한 이해도 및 정보에 밝고, 현장 

경험이 많은 하도급 공무담당 직원 및 건설기술인협회 내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직원을 추천받아 하도급 점검 멘토링

위원으로 위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제도

추진체계

위촉위원 : 12명(대한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

본부 하도업체로 구성)

위촉기간 : 2011. 4. 1～2013. 3. 31 (2년간)

멘토링위원회 직무 및 활동

- 하도급실태점검 시 공단직원과 합동으로 점검시행

- 하도급실태점검 전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하여 사전교육 시행

- 하도급계약 심사 시 적정성 여부 등 자문

- 하도급 관련 각종 제도 및 업무절차에 대한 개선 추진 시 

자문

- 현장 하도급거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 기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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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점검3

3.1 하도급관리실태 특별점검

목 적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의「불공정 하도급 만연」언론보도와

관련 불공정 하도급 사례 적발 및 예방을 위하여 특별점검 시행

관련근거

건설공사현장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거래에 있어서 불법․

불공정 하도급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8조의2 및 시행령․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점검일정 및 점검반

(점검일정) ‘12. 5. 29 ~ 6. 1 (4일간 방문점검)

(점 검 반) 공생발전부, 건설본부, 지역본부, 하도급점검 

멘토링위원 합동점검 시행

반   장
건설계획처장

총괄:공정관리부장

수도권본부 영남본부 호남본부 충청본부 강원본부

본사 4명
(멘토링위원 포함)

본사 2명 본사 2명 본사 3명 본사 2명

지역
본부

2명
지역
본부

2명
지역
본부

2명
지역
본부

2명
지역
본부

2명

점검대상 : 노반․건축 127개 현장

구 분 계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현장수 127 45 31 24 13 14

원도급업체수 406 116 97 83 59 51

하도급업체수 830 235 189 172 15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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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항

대금지급 위반 : 14건

- 원도급사, 하도급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대금 미지급 : 8건

․하도급대금 미지급 1건 / 임금, 자재, 장비대금 미지급 7건

- 기성, 선금 수령 후 지급기일을 4일~45일 초과 지급 : 4건

-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월 기성 지급시 6개월 어음으로 지급 : 2건

하도급계약 관련 : 3건

-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처에 미 통보 : 1건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미 발급 : 1건

- 발주처 승인을 받지 않고 재하도급 계약 체결 : 1건

건설기계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관련 : 2건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미작성 : 1건

- 표준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 누락 : 1건

※ 원도급사⇒하도급대금 미지급 7건 (503백만원)

계 대금 미지급 어음지급
(할인료 등 미지급)

지급기한 초과
(지연이자 미지급)

7건 1건 2건 4건
(503백만원) ○○건설

(454백원원)
○○건설

(30백만원)
○○건설

(19백만원)

※ 하도급사⇒근로임금, 자재, 장비대금 미지급 7건 (9,571백만원)

계 대금 미지급
7건 7건

(9,571백만원) ○○건설 외 4개사 (임금 307, 자재ㆍ장비 9,264백원원)

조치결과

점검결과 적발된 14건, 공단 시정지시 통보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원도급사 공정위 신고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지급 및 임금, 자재ㆍ장비대금은 

원도급사에서 대위변제 완료

* 체불된 2개 하도급사는 지자체 고발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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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석명절대비 임금체불 특별점검

목 적

추석명절 대비 건설현장 장비․자재업체 및 현장근로자의 

임금 및 대금 체불 해소

관련근거

건설공사현장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거래에 있어서 불법․

불공정 하도급은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38조의2 및 시행령․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점검일정 및 점검반

(점검일정) ‘12. 9. 10 ~ 9. 14 (5일간 방문점검)

(점 검 반) 공생발전부, 건설본부, 전철전력처, 지역본부 

합동점검

[ 특별 점검반 구성도 ]

(반장) 공생발전부장(총괄) 건설계획부장 기술계획부장

1반 2반 3반 4반 5반

본사 1명 본사 1명 본사 1명 본사 1명 본사 1명

(담당
구역) 충청본부 수도권본부 호남본부 강원본부 영남본부

점검대상 : 노반․건축․궤도․전기 등 127개 현장

주요 위반사항

임금 및 대금체불 : 23건

계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23건 7건 1건 6건 1건 4건
업체명

(23,457백만원)
(주)○○토건 외

2개사(9,566)
(주)○○
(1,419)

○○건설 외
4개사(5,992)

○○ 외
3개사(5,806)

○○건설 외
3개사(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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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원도급사 대위변제 등을 통해 대부분 추석전 우선 지급

임금 및 대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감리단,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경고 문서 발송 및 지속

적인 모니터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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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하도급의 개요 Ⅱ.  하도급의 통보
및 승인

1. 하도급의 계획
2. 하도급 통보
3. 하도급 통보 서류
4. 하도급의 심사 및 승인

“불공정 내리Go! 동반성장 올리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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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하도급의 통보 및 승인

하도급의 계획1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구조상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는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라 할 수 있기에

하도급계약이 언제, 어떻게, 누구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발주자는 착공 시점부터 수급인의 하도급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 및 관리 하여야 한다.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공사에 대하여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 계획을

즉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대상공사 제출시점 관련근거

하도급계획서

(입찰시/계약시)

예정가격 300억 이상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
도급공사 입찰시 건산법 제31조의2

① 건설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
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건산법 제31조2(하도급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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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의 통보2

-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감리자

(감독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제출하고, 감리자

(감독자)는 제출된 하도급계약통보 내용과 계약서 등의 기타 

제출서류를 상호 비교ㆍ검토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수급인에게 보완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하도급 통보시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정한 합의에 의해

실제 계약한 내용대로 통보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불법ㆍ

불공정 행위로 하수급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의하지 아니한 불공정 계약

내용 통보

저가하도급 심사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허위 통보

따라서,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하도급 통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1.1 통보시점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단, 하도급공사 착수시점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는 착수시점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함

①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건산법 령 제32조(하도급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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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통보방법

하도급통보는 과거 서면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공단 ERP시스템

(계약자는 CPMS, 공단은 EPMS) 및 국토해양부 건설산업종합

정보망(KISCON)의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한 전자통보를 

하고 있다.

※ 즉, ERP시스템과 KISCON 모두를 이용하여 전자통보

하여야 함

하도급통보 업무 흐름도

K R
(확인)

수급인
(통보)

하수급인
(통보)

통보된 계약내용
대조 확인 및 조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KISCON이용) 및 ERP

시스템 전자문서 통보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 통보(KISCON이용)

하도급 계약의 통보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하도급계약사실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한다. 단,

감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 공사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하도급계약 검토서

감리자(감독자)는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하도급계약검토서에 작성하여 공단 공사담당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
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와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 서식과 별지 제23호2 서식에 따른다.

건산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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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확인 및 조치사항 등

가. 확인사항

하도급계약서, 내역서, 예정공정표 등 통보서류 누락여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여부 및 통보기한 준수 여부

수급인 통보내용과 하수급인 통보내용 대조ㆍ비교

나. 조치사항

하도급공사 착수이전 하도급계약 30일 이내에 통보

할 수 있도록 착공 간담회 또는 하도급시행계획서 

제출시에 하도급 통지기한을 고지

하도급통보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 접수후 서면으로

보완 요구

*서류 반려시 하도급공사 착수 지연 등으로 후속공정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통보기간 준수가 어려울 수 있음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통보를 태만히 하거나 

내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 하수급인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지시하고,

- 향후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시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수급인에게 서면경고 및 행정기관에 처분요청

하수급인 면담시 이면계약, 허위통보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하수급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리

다. 처벌규정 

하도급 허위통보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건산법 제82조 1항 3호)

하도급 미(지연)통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산법 제99조 5호)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허위통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산법 제99조 3의2)



23

 

    

          

         
      

        

하도급의 통보 서류3

-
하도급계약 통보시 제출서류

1.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구비서류(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포함

2. 하도급 검토서(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37, 37-1호 서식)

3. 하도급자 사업자등록증,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4. 하도급자 납세증명서

5. 하도급자 신용평가자료(신용등급, 기업개요, 경영 및 재무현황 등)

6. 하도급자 계약이행보증서 사본

7. 하도급자 건설(전문)공사 실적표 사본 

8. 하도급자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9. 하도급자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10. 하도급업체 현장조직표

11.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및 심사 사후평가(본 절차서 작성서식 2)

12.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의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공단 하도급계약 심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13.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의 경우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변경 및 해제 통보시 기제출한 서류와 변경이 없는 관련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서류 목록에 기제출서류와 변경 없음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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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도급계약통보서 및 하도급신고검토서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제출하고,

발주자는 제출된 하도급계약통보서 내용과 계약서 등의 

기타 제출서류를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하도급신고검토서를

작성한다.

하도급신고검토서는 하도급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성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은 수급인에게 보완ㆍ시정하도록 요구한다.

2.1.1 하도급계약통보서

건산법 상의 하도급통보 양식으로 하수급인 현황, 하도급

낙찰율 및 사회보험료 반영여부 등을 기재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① 공       사       명

수
급
인

② 상 호   및  대 표 자
③ 영 업 소    소 재 지
④ 하  도  급  사   유

하
수
급
인

⑤ 상 호   및  대 표 자
⑥ 업 종 및 등 록 번 호
⑦ 영 업 소    소 재 지
⑧ 수급인에게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

하
도
급
내
용

⑨ 공               종

⑩ 하 도 급 내 용(율)
도급액(하도급 부분):
하도급(예정)금액:
하  도  급  율:

⑪ 하 도 급 내 용
(예정ㆍ변경)일

⑫ 하 도 급
공사기간

착공(예정) :
준공(예정) :

사회 보험료
직접노무
비 또는 
노무비

반영
요율

반영금액 부담방법

⑬ 고용보험 □ 일괄 □ 개별
⑭ 산재재해보상보험 □ 일괄 □ 개별
⑮ 국민연금보험
⑯ 국민건강보험
⑰ 노인장기요양보험

⑱ 퇴직공제부금 □ 일괄 □ 개별

* ⑬～⑱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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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도급계약서 및 서류의 보존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하수급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관련법령

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하도급 공사 착공 

전까지 상호 교부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 공사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

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2.2.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가. 제정목적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교섭력이 취약한 하수급인 계약

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구축을 

위해, 건설분야의「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등 총 

23개 분야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하고 사용을 권장

하고 있음(하도급법 제3조의2)

※ 국토해양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 임(건산법 시행령 제25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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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표준계약서 사용 +2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1점

   Tip

 

         

나. 의무사용

건산법과 하도급법에서 권장하고 있는「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공단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음

2.2.2 계약서 검토요령

가. 계약서 갑지 및 본문, 특약조건

하도급계약서는 계약서 갑지와 더불어 수급인 및 하수

급인 직인이 날인된 본문 및 기타 특약조건까지 모두 

제출받아 확인

※ 특히, 계약서 본문을 수정하거나 특약조건을 만들어 표준하도급

계약서 내용에 위배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정하여 재계약

하도록 조치

나. 노무비

하도급금액 중 노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명기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

(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산법 제88조(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산법 시행령 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27

 

    

              
   Tip

        

다. 선급금

수급인이 선급금을 기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선급금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함

라. 기성부분금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준에 의거 기성부분금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작성

마. 서명(기명날인)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이행방식에서 공동수급체가 하도급

하는 경우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 서명토록 해야 함

2.2.3 전자계약서 인정여부

수급인의 일부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전자계약서의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

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하도급법 제3조)

①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②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정의)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

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

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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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서류의 보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아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조 9항)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 제6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

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변경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2.3 하도급내역서

하도급낙찰율, 사회보험료 반영여부, 하도급공사 물량 등의

확인을 위해 하도급내역서 및 원ㆍ하도급내역 대비표를 

하도급 통보시 제출 받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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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사회보험료의 반영

하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따른 다음의 사회보험 납부 비용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대로 하도급내역서에 반영

하였는지 확인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10.6.30 시행)

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명시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산법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퇴직공제부금과 안전

관리비 등도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반드시 하도급

내역에 반영토록 조치

※ 미반영시 부당감액행위에 해당(하도급법 제11조 1항 8호)

※ 수급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 하도급내역 미반영 가능

사회보험별 가입(부담) 주체

항 목 가입(부담) 주체 하수급인 별도 가입(부담) 가능 조건

손해보험 수급인 불  가

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 수급인 서면계약 + 근로복지공단 승인

퇴직공제부금 수급인 서면계약 + 건설근로자공제회 승인

국민건강/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적으로 하수급인 별도 가입

안전관리비 하수급인에게 비용 전가시 하도급내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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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원․하도급내역 대비표

가. 작성방법

도급계약내역과 하도급계약내역을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도급계약내역 항목에 해당 하도급계약내역 항목 기입

원․하도급 대비표(예시)

구 분
도급금액 하도급금액

비고
합계 oo교 oo교 oo교 합계 oo교 oo교 oo교

1.재료비 9,584,292 3,249,050 3,017,915 3,317,327 12,648,610 2,905,230 4,147,410 5,595,970

2.노무비

직접노무비 3,596,176 612,375 1,508,711 1,475,090 4,515,772 1,143,992 1,223,340 2,148,440

간접노무비 266,836 45,438 111,946 109,452 -

소 계 3,863,012 657,813 1,620,657 1,584,542 4,515,772 1,143,992 1,223,340 2,148,440

3.경비

직접경비 335,553 25,481 141,036 169,036 5,357,340 5,357,340

기타경비 465,277 135,177 160,495 169,605 -

산재보험료 131,342 22,365 55,102 53,875 -

안전관리비 247,793 72,594 85,101 90,098 40,426 9,546 12,646 18,234

퇴직공제부금 98,835 16,830 41,465 40,540 -

고용보험료 45,197 7,696 18,962 18,539 74,759 18,230 22,395 34,134

건강보험료 92,197 15,700 38,680 37,817 116,055 29,400 31,440 55,215

국민연금 177,757 30,269 74,575 72,913 223,529 56,627 60,555 106,347

공사이행발급 12,432 3,575 4,294 4,563 -

하도급지급수수료 3,108 893 1,074 1,141 -

소 계 1,609,491 330,580 620,784 658,127 5,812,109 5,471,143 127,036 213,930

합계(재+노+경) 15,056,795 4,237,443 5,259,356 5,559,996 22,976,491 9,520,365 5,497,786 7,958,340

4.일반관리비 312,929 88,067 109,307 115,555 -

5.이 윤

공급가액 15,369,724 4,325,510 5,368,663 5,675,551 22,976,491 9,520,365 5,497,786 7,958,340

6.부가가치세 1,536,972 432,551 536,866 567,555 2,297,649 952,037 549,779 795,834

총 계 16,906,696 4,758,061 5,905,529 6,243,106 25,274,140 10,472,40
2 6,047,565 8,754,174

대비금액 16,660,979 4,714,398 5,803,594 6,142,987 25,274,140 10,472,40
2 6,047,565 8,754,174 151.70%

나. 하도급낙찰율 산정

수급인이 저가하도급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 낙찰율

산정을 위한 하도급부분금액 산정시 임의적으로 원도급

내역 항목을 누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함

하도급낙찰율도급부분 항목의 합계 금액일부제외
하도급부분 항목의 합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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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서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목적물 

완료․이행에 따른 대가지급을 약속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고,

하도급통보시 하도급 통보서류 등과 함께 발주자에게 사본을

계약일(변경계약 포함)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체결된 계약 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수 급 인 하수급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계약이행 보증서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2.4.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 교부기준

공동도급방식의 경우

- 분담이행방식 :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개별 수급인이므로

해당 수급인이 계약한 하도급 공사에 

대한 보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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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이행방식 : 하도급계약 당사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므로 

공동이행 지분율에 따라 보증서 교부

하도급계약을 변경시 다음에 해당될 때에는 변경발급

- 하도급계약 금액이 4천만원 이상 증액된 경우

- 하도급 공사기간이 증가된 경우

부도,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

- 보증시공, 양도․양수,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 보증서 신규발급

- 상속․합병․분할․법인전환의 경우 : 보증서 승계가능

나. 면제대상

다. 보증금액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선급금

공사기간 4개월 초과, 하도급대금 지급주기 2개월 이내

보증금액 공사기간월
하도급계약금액선급금

×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신용평가회사)에서 실시한 신용

평가에서 A- 이상 등급을 획득한 경우

※ - 수급인의 신용평가 등급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당시 기준으로

적용

- 예비평가에서 획득한 등급은 인정되지 않음

하도급공사금액(변경계약 포함)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불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간 합의한 경우

※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는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합의하였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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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4개월 초과, 하도급대금 지급주기 2개월 초과

보증금액공사기간월
하도급계약금액선급금

×하도급대금지급주기월수×
※ 단, 공동이행방식인 경우는 위 산출금액에 해당 지분율을 적용

하여 산출

라. 발급내용 검토

보증금액 : 적정금액으로 보증계약 되었는지

보증기간 : 하도급공사 기간보다 짧지는 않은지

계 약 자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하였는지

보증서 사본과 KISCON에 등재된 내용과 일치 하는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서번호  제 503 호

보 증 금 액  일금 삼억삼천팔백사십오만육천이백구십팔원  (￦338,456,298)

하도급 금액  일금 구억원                                (￦900,000,000)

계   약   명  ○○공구 노반건설 기타공사 중 토공사

계   약   일  2011년 3월 2일

계약이행기일  2012년 12월 30일

보 증 기 간  2011년 3월 2일부터 2012년 12월 30일 까지

계   약   자 상 호 ○○건설 대 표 자 ○○○

특 기 사 항
 1. 이 보증서 뒷면 약관에는 보증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는 

의무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 변경(해지) 여부 확인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부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급인이

임의로 보증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짐

보증서의 발급(변경․해지) 내용은 보증기관으로부터 

KISCON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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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교부시 조치사항

보증서를 미교부할 때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 수급인이 직불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는 보증서 미교부

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후 직접지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보증서 미교부시 그 구성원과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지분율만큼 하도급대금 직불

사. 처벌규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수급인)

- 하도급대금 2배 범위내의 과징금(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3호)

- 시정명령(건산법 제81조 4호)

2.4.2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

하수급인은 의무적으로 계약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부실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보호와 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이행보증일이 하도급 계약일보다 빠른 경우

보증서 발급기관에는 실거래계약서를 제출하고 이면계약서로

하도급통보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서 발급기관 

등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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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건설기술자의 배치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적정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최근 하도급업체 경영난으로 인하여 건설기술자 미배치, 이중배치,

무단이탈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관리

해야 한다.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

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2.5.1 배치기준

가. 배치시점 및 인원

하도급공사 착수와 동시에 하도급 계약건별 1인 이상을

배치

※ 복합 전문공사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이루어진 하도급공사를 1건으로 계약한

경우로서 전문공사별 자격을 보유한 1인의 건설기술자만을 배치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공사규모를 감안하여 공종별 기술자가 별도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추가 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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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자 자격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

자격(등급) 소유자를 배치

공사예정금액의 산출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 ≒ 예정가격 = 도급계약금액/수급인

낙찰율 이므로 하도급공사에서 공사예정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적용

공사예정금액≒수급인낙찰율
하도급부분금액 또는수급인낙찰율

하도급액하도급낙찰율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700억 이상 1. 기술사

500억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해당직무 특급기술자, 동종 시공관리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직무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해당직무 특급기술자로서 동종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직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직무 특급기술자
나. 해당직무 고급기술자, 동종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 7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 이상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 해당 직무 3년 이상 실무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 5년 이상 종사한 자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직무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직무 중급기술자, 동종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 3년 이상 실무 종사한 자
2.「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직무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직무 초급기술자, 동종 시공관리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5억 미만
전문건설업의 해당업종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음

1억 미만
전문건설업의 해당업종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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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의 심사 및 승인4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집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

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31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3.1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

공단 계약담당부서는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변경 통보시 하도급율이 82% 미만일 경우

3.2 하도급 관련서류 검토

공단 공사담당부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포함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통지내용의 검토결과 제4조의 

하도급심사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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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1부.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공단 공사담당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 계약담당부서에 하도급계약 심사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

하도급계약 심사대상 공사의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

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1 .하도급
가격의

  적 정 성
(50)

가. 하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금

액 대비 하도급금액의 비율
30 302(

82
-

하도급금액
)× 100

100 원도급금액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201/2(
75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7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90

-
원도급금액

)× 100
100 추정금액

 ※ 9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86

-
원도급금액

)× 100
100 추정금액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2.하수급인
의 시공
능력(20)

가.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1배 미만

10

(10)
(9)
(8)
(7)
(6)
(5)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수
급인의 시공능력평가 공시금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공사규모에 대한 하수급인의 
동종공사 시공경험

 ㅇ 2배 이상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0.5배 이상 1배 미만
 ㅇ 0.5배 미만

10

(10)
(9)
(8)
(7)
(6)

ㅇ 최근 3년간 동종공사 시공실적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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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3.하수급인
의 신뢰도
(15)

가. 협력업체 등록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6월 이상 3년 미만
 ㅇ 2년 이상 2년6월 미만
 ㅇ 1년6월 이상 2년 미만
 ㅇ 1년 이상 1년6월 미만
 ㅇ 1년 미만
 ㅇ 미등록

10
(10)
(9)
(8)
(7)
(6)
(5)
(4)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협력
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길수록 
높게 평가

나. 전문건설업 영위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 이상 3년 미만
 ㅇ 1년 이상 2년 미만
 ㅇ 1년 미만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
건설업체로 등록된 기간이 장
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다. 임금체불이력 (△)5 ㅇ 감점
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력
 ㅇ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ㅇ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3
(△)5

ㅇ 감점

4 .하도급

공사의

  여건(15)

가. 하도급공사의 난이도
 ㅇ 낮음
 ㅇ 보통
 ㅇ 높음

5
(5)
(4)
(3)

ㅇ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공사의 위험성, 기계화시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하도급공사의 계약기간
 ㅇ 1년 이상
 ㅇ 1년 미만

4
(4)
(3)

ㅇ 하도급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ㅇ 1년 이하인 공종
 ㅇ 1년 초과 3년 이하인 공종
 ㅇ 3년 초과 5년 이하인 공종
 ㅇ 5년 초과 공종

5
(5)
(4)
(3)
(2)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을
수록 높게 평가

라. 하수급공사의 시공여건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도 

업체인 경우  또는 당해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또는 인접 시․군 공사현장에서 동종
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5.신인도

가. 하수급인의 기술능력
   (ISO품질인증, 특허, 신기술 등)

+1

ㅇISO품질인증,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보유자,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특허, 
실용 신안 중 하나라도 보유한자

나.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시공참여자
    대금 직불(조건부) 동의서 제출

+1
ㅇ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시공참여자 

대가지급 확인 및 관리
다. 하도급업체 선정 투명성 확보 
  경쟁방식을 통한(협력업체 제한 

경쟁 포함) 하도급업체 선정
+1

ㅇ전자입찰 등 경쟁입찰 내용 제출 
시 가점 부여

라. 하도급금액 적정성 심사 여부 
   저가심사기준 수립 및 이행

+1
ㅇ하도급사 선정시 금액 적정성

(저가) 심사 시행하고 내용 제출시
마. 하도급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시

-3
ㅇ표준하도급계약서 세부내용 반영
  여부 확인

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불법 
    또는 부적정 하도급 사례 
   관련기관으로부터 과징금 및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공단의 경고를 받은 경우

-2/건

-1/건

ㅇ수급인 및 하수급인 모두 포함
하여 평가(최근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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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서류의 보완 등

공단 공사담당부서는「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제5조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및 하도급계약 심의

위원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당해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계약 세부심사

기준 제9조)

- 하도급심사 평가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 하도급 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하도급심사 평가점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①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수급으로 선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단,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함)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부분금액×0.7)+(입찰자평균금액×0.3)}×0.8

② 하도급 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조건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

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제11조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에서 최종평가 결과 가결이 예상되는 경우

3.3 재심사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변경

요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재심사를 공단 계약담당부서에 요구



41

 

    

          

         

    
   Tip

공단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공단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또는 기술본부 전철전력처에 재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 개최를 요청

공단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또는 기술본부 전철전력처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단 계약담당부서에 통보

하여야 하며, 공단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수급인에게 즉시 통보

공단 계약담당부서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부적정

으로 심사 의결된 경우에는 통보받은 즉시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

하도급계약심사원회 구성

구 분 지 역 본 부 본   사

운   영 계약담당부서
건설본부 건설계획처/토목․건축분야

기술본부 전철전력처/시스템․궤도분야

담당업무 저가하도급 1차 심사 저가하도급 2차 심사

심의대상
하도급율이 계약금액의 

82%미만인 하도급계약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 요청된 하도급계약

심의요청 지역본부 공사담당 부서장 지역본부 계약담당 부서장

심의장소 지역본부 회의실 본사 회의실

위

원

회

구

성

위원장 지역본부 건설처장
건설본부 건설계획처장 / 토목․건축분야

기술본부 전철전력처장 / 시스템․궤도분야

부위원장 계약담당부서 부장 공사계약담당 부장

위  원

사업총괄 부장

각 PM부장

시설관리부장

주관부서 담당 부장

품질안전평가 부장

예산 부장

송무 부장

참 석 자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자

(공사관리관)

심사제출서류 설명

및 하도급 검토서 설명

원․하도급자

책임감리자

(공사관리관)

하도급 검토서 설명

설계사
필요시 

검토의견서 설명
설계사

필요시 

검토의견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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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의결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회

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심사의결 내용을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사 결정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심사의결은 출석위원(의원장 포함)의 2/3이상 적정으로 

평가시 적정으로 의결한다.

3.4 동일업종 하도급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

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동일업종 하도급이라 

한다.

동일업종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의 향상을 위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

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산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가. 승인요청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주자에게 공사품질

이나 시공능률의 향상을 위해 동일업종 하도급이 필요

하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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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기준

발주자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거나, 특수기술을 요하는

공사 등 동일업종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다. 처벌규정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3호)

3.5 재하도급

하수급인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

도급하는 것을 재하도급이라 하고, 재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재하수급인이라 한다.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고, 특정 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재하도급이 가능

④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건산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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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하도급 가능 

발주자 승인 하에 설계를 포함한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와 동일업종간 하도급시행시 수급인으로부터 

종합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발 주 자
수 급 인

(종합건설)

하수급인
(종합건설)

재하수급인
(전문건설)

② (하도급승인)

① ③ ④

수급인의 서명승낙을 받아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전문

공사의 일부를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 주 자
수 급 인

(종합건설)

하수급인
(전문건설)

재하수급인
(전문건설)

④ (하도급승인)

① ② ⑤

③ (재하도급승인)

나. 승인요청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가 건산법에 의거한 재하도급

가능 요건에 해당되어 다시 하도급 하려는 경우에는 재

하도급 계약체결 이전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승인 요청

다. 심사기준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

다시 하도급할 전문공사가 건산법에 의거한 재하도급

가능 공사인지

수급인의 재하도급 서면승낙 여부

하도급 계약금액의 20/100 이내에 재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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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 향상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필요한지

재하도급 공사대금 분쟁방지를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라. 처벌규정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한 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금액의 30/100

이하의 과징금(건산법 제82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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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하도급의 개요 Ⅲ.  하도급대금의 지급

1.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기준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도
3. 선급금의 지급
4.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불공정 내리Go! 동반성장 올리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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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기준1

-

1.1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

수급인은 기성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1.2 발주자가 기성금을 미지급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가 기성금을 미지급한 경우라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60일이 지급기일이 됨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대금에 관한 특별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어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가능한 현금으로

지급토록 유도

지급하는 어음은 만기일이 60일 이전의 것이어야 하고 초과

시에는 초과일수 만큼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지급일

약정여부

발주자 기성금

지급여부
약정 지급일 법정지급기일

약  정

지  급
기성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약정한 지급일

기성 지급일로부터 15일 초과 기성 지급일 + 15일

미지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약정한 지급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목적물 수령일 + 60일

미약정
지  급

- 목적물 수령일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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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2

-

2.1 개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선급금 포함)을 어음이나 대물 등

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인의 수령내역을

직접 비교․확인하는 제도

발주자는 위반업체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차기

기성분부터 피해 업체에게 직접지급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현금이 아닌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으로 지급이 가능하나,

수급인이 현금비율 유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어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므로 지급토록 지도․관리 하여야 함

수급인이 불가피하게 어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

-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어음 할인이 가능

한지 여부

※ 어음할인 불가시 발행어음을 회수하고 현금으로 지급토록 조치

- 어음 만기일(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

등이 법정지급기일(기성금 수령일+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어음할인료(수수료) 지급여부

※ 어음할인료(수수료) 미지급시 즉시 지급토록 조치

※ 불응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요청, 경고장 발급, 하도급대금 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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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단의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

KR시스템 (전자조달, CPMS, EPMS)을 활용하여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감리

① 공사대금 지급

④ 확인결과 전산입력 ③ 감리확인⑤ 상시 
모니터링 가능

② 15일 이내 하도금대금 

지급

전자조달

CPMS

자동연계

2.3 주체별 조치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수급인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지급계좌 사전 확보

▪기성금 지급은 수급인이 기 통보한 계좌로 지급

▪사업부서는 기성금 지급시 SMS문자로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지급 사실을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파악

수급인 ▪발주자에게 기성금 요청시 하수급인 및 수급인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 관한 기성대가 지급

계획․통보대장 제출

▪공사대금 수령후 15일 이내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 지급

▪대금 지급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내역 통보

대금 지급

하수급인
장비․자재업자

▪업체명, 법인계좌 등을 발주자에게 사전 통보

▪대금 수령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수령내역을 통보

  ※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등대금 수령

발주자 ▪수급인의 지급내역과 하수급인의 수령내역을 비교․확인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 및 관할지역 국토관리청 

통보

▪차기 지급분부터 직불 및 위반업체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

대금 
지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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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⑥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이라 한다)

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

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자)

① 계약상대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

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사 및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2.4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시 조치사항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어음 

지급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시정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또는 동일 위반사례 재발시 공정위 고발 조치

미지급 :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조치

지연지급 : 지연이자 지급여부 확인하여 지급 조치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어음 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대금 상환기일의 

법정지급일 초과여부 및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수수료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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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 유무와 무관하게 추후

해당 하수급인의 기성금(준공금)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

건산법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

하는 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할 수 있다.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 수급인의 부도, 파산, 면허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불가하여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여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대금과 동일하게 자재․장비업체도 수급인이 지급지연

등 불공정 행위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자재․장비업체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고 하수급인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체는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요청하여 직접지급 요건이 성립된 경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한다.

직접지급의 중지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

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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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지급3

-

3.1 선급금 지급의 필요성

하도급공사 착공시 자재구매 및 인건비 지급 등 초기 공사

착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들은 자금운용 능력이 크지 않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사운영에

막대한 압박으로 작용

이러한 상황은 공사품질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품질저하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발주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3.2 선급금의 지급 기준

수급인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에게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어음

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발주자가 지급한 어음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하도급공사를 착수

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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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

3.3 선급금 지급금액의 산정

3.3.1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내용 및 비율

공단은 수급인이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해 산정한 당해

연도 공사이행 예정금액에 선급금 지급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3.3.2 하도급 선급금 지급금액 산정

가. 하도급 공정표상 당해연도의 공사이행 예정금액이

명확한 경우

선급금=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수급인이 지급받은 

선급금 지급 비율 

선급금 산정을 위한 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 산출방법

예정공정표로 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공정표에 기재된 금액으로 산출하되, 기성금 일부를 

기 지급한 경우 산출된 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

예정공정표로 당해연도 이행예정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선급금=계약금액×(당해년도 이행기간/계약서상 이행기간)

- 기성금 중 일부를 기 지급한 경우

선급금=(계약금액-기 지급액)×{당해년도 이행기간/(계약서

상 이행기간-기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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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 공정표상 당해연도의 공사이행 예정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선급금=계약금액×(당해년도 이행기간/계약서상 이행

기간)×수급인이 지급받은 선급금 지급비율

기성금 중 일부를 기 지급한 경우

선급금=(계약금액-기성금)×{당해년도 이행기간/(계약서상

이행기간-기성기간)}×수급인이 지급받은 선급금

지급비율

3.4 선급금 지급 위반시 조치사항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입․출금 통장사본을 확인하여 하도급

선급금 미지급, 지연지급 및 어음지급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의 경우와 동일

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

준공일
(‘11.08)

하수급인

착공일
(‘09.8.1) 선급금 지급시점

준공일
(‘11.2.20.)

선급금 지급금액 산정 예시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5억원)-당해년도 지급급 기성금(1억원)}×수

급인이 지급받은 선급금 지급비율(30%)=1.2억원

착공일

(‘09.04) ‘10.01월 ‘10.12월

선급금:30억원, 지급비율:30%

‘10년 기성지급액:1억

‘10년도 이행예정금액: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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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4

-
4.1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기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하수급인

의 시공분이 있는 경우에 발주자는 그 시공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직접 지급해야 한다.

가. 직접지급 사유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여

수급인의 부도, 파산, 면허정지 등으로 대금 지급 불가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여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3자간 직접지급 합의

하도급법에 의하면 합의에 있어서 형식, 절차 등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임

각 사유로 인한 하수급인의 직불요청 금액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2회 이상 지체시

- 수급인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가시

-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나. 직접지급 대상

하수급인과 더불어 수급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용

자재의 제조ㆍ위탁을 받은 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어 발주자 직접지급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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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지급 대상금액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할 범위내에서 지급

하는 것으로 선급금 정산, 하자보수보증금 확보 등 

수급인에 대한 발주자 채권 우선확보 후 잔여대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급해야 할

하도급금액의 총액이 원도급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원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함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수급인의 지분비율에 해당되는 하도급금액만

직접지급 대상금액에 해당됨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에 대하여 수급인이 

협조를 하지않을 때에는 발주자(또는 감리자)와 하수

급인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이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금액의 확인요청(공문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은 필요

4.2 자재ㆍ장비대금의 직접기급

노임, 하도급대금과 동일하게 자재ㆍ장비업체도 수급인이

지급지연, 어음지급 등 불법ㆍ불공정 행위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지급 할 의무가 주어진다.

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자재ㆍ장비업체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하수급인과 계약한 자재ㆍ장비업체는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요청하여 직접지급 요건이 성립된 경우 수급인이

직접지급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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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 업무흐름도

발주자

수급인 자재ㆍ장비 대여업자

자재ㆍ장비 대여업자 하수급인

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하는 경우

직접지급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중지 요청

발주자는 직접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직접지급을

중지하고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수급인 책임

하에 자재대금을 직접지급 하도록 함

직접지급 업무흐름도

발주자

수급인

자재ㆍ장비 대여업자 하수급인

4.3 직접지급의 중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중지를 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❶ 직불요청

계약

❷ 직불

❶ 직불요청

계약

❷직불

❶직불요청

❹직불

계약

❷직불중지 요청
❸직불중지

(수급인에게 지급

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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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노임체불 또는 이로 인한 소요ㆍ민원이 발생한 경우

자재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등 불공정 행위시

수급인의 동의없이 하도급대금의 채권양도ㆍ이전으로

정상적인 공사시행이 어려운 경우

나. 직접지급 중지 절차 

중지사유 발생(하수급인) 노임, 자재대금 체불 등

직접지급 중지요청(수급인) 수급인 → 발주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요청사유 검토(발주처)   ㆍ사실여부 확인 
  ㆍ하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요구 

직접지급 중지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노임ㆍ자재비 지급 

다. 발주자 조치사항

하수급인에게 체불금을 조속히 처리하게 한 후 직접

지급을 개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수급인 책임하에 하수급인과 연대

하여 임금, 자재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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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하도급의 개요 Ⅳ.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2.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3.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4. 준공업무 처리

“불공정 내리Go! 동반성장 올리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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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1

-

구 분 내     용

 관련근거

∙하도급법 제16조 

∙건산법 제36조
∙국가계약법 제1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3조의2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7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조정요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

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

∙감액된 경우에도 증액기준에 준하여 감액 가능 

 조정시기 

∙수급인은 발주자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이내 
하수급인과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당해 도급공사 대금지급 요청 전까지 하수급인과 
하도급변경계약 체결

  -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이내 공사 완료된 경우

  - 예산회계법 제68조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

기  타

∙하수급인과 변경계약 체결시 4,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조정 필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2

-

2.1 개 요

하수급인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선시공하고

후정산하기 때문에 수급인이 고의로 설계변경 업무를 지연하게

되면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가 늦어져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수급인은 설계변경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설계변경에 대한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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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도급대금 조정 기준

가. 법적규정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을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함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증액되는 경우

-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
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
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
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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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량 증감의 판단

발주자는 설계변경 시 공사량 증감을 수반하므로

하수급인에게 추가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함

다. 수급인 법적 의무사항

수급인이 증액 조정받는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반드시

증액 조정

수급인이 지시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함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금액 조정이 없는 것으로

하수급인과 약정한 경우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지

않을 때에는 법 위반임

라. 수급인 법적의무 예외사항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조정 받은 경우라도

다음에 한하여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하수급인이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

되지 않는 경우

- 당해 추가비용이 하도급계약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감액 조정받은 경우는 하수급인에게도

감액 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감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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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3

-

3.1 개 요

수급인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발주자로부터 공사

금액을 증액 받았을 때에는 하수급인에게도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물가변동 적용 요율대로 적용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전에 하수급인의 변경계약 및 대가

지급 방법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물가변동 적용 조건

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조정율 요건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

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조정기준일 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제외된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수조정율(또는 품목조정률)이 3/100

이상 증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ㆍ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3.3 기준시점 이전 하도급계약

가. 하도급 계약시점에서 물가반영 여부

물가변동의 경우에는 공사물량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하수급인에게 추가비용이 소요되는지 별도의

판단기준이 필요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하도급

공정화지침」에서는 하도급단가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물가수준을 이미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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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도급 물가변동 조정 요령

기준시점 이전 하도급계약시 하도급 물가변동 반영 예시

수급인

하수급인
물가변동 적용대가

물가변동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은 하도급 계약

단가가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

※ 즉, 물가상승에 따른 하수급인의 추가비용이소요되는것으로 판단

- 발주자로부터 받은 물가변동 조정율대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

- 잔여공사에 대하여 실제 공사비를 부담하는 자에게 

조정해주는 것이 원칙

물가변동 비교시점(입찰일, 직전 기준시점)과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이 다름을 근거로 비교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고 지급 가능

※ 단, 하도급계약체결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계약체결되었다는사실을수급인이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어야함

증액은 강행 규정이므로 반드시 하도급 대금 조정을 해주

어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별도 약정이나 “90일이 경과되지

않음”이나 “조정율 3%미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해주지 않는 경우는 위법임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기준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수급인은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

비교시점

입찰일 착공일

조정기준일(90일이상, 3%이상)

기준시점

물가변동 적용대가

준공일

계약일 준공일

물가변동을 미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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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준시점 이후 하도급계약

가. 하도급 계약시점에서 물가반영 여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체결

당시 단가에 물가변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가능

다만, 발주자는 수급인이 조정기준일 이후로 하도급

계약을 지연시키거나, 하수급인의 과다경쟁으로 계약

시점에 합리적인 단가가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시행계획서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

나. 하도급 물가변동 조정 요령

기준시점 이전 하도급계약시 하도급 물가변동 반영 예시

수급인

하수급인A
물가변동율 미반영

물가변동 적용대가 없음

하수급인B
 기준시점이후 계약으로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어 계약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조정할 의무는 원칙적

으로 없음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이 하도급계약 당시에 반영되었

다고 보고 하수급인의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

으로 간주

비교시점

입찰일 착공일

조정기준일(90일이상, 3%이상)

기준시점

물가변동 적용대가

준공일

계약일 준공일

계약일 준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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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무 처리4

-

4.1 개 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준공금액을 지급하기 전 하수급인의 

변경계약 및 대가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임박 시점에 하수급인과의 계약변경 업무를 지연

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수급인의 피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

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4.2 준공시 행정업무(하도급 관련)

수급인의 준공대금은 일정기간(하자보수 처리 등)이후로 

집행되는 자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 준공 이후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관리 감독이 필요

- 하도급대금 직불 대상이 아닌 지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검토 필요

수급인 준공대금 지급전 하도급 변경계약서 및 자금집행

계획 확인

4대보험 정산업무 확인 철저로 하수급인 부당감액 방지

필요시 발주자는 수급인 하자처리계획서에 하수급인의 자재

및 인력 투입 계획을 첨부하도록 지시 필요

4.3 검사 및 인도(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및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실시

수급인은 하도급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함

공사목적물이 수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이 이를 부담



67

Ⅰ.  하도급의 개요 Ⅴ. 불공정 사례 및
Q & A

1. 불공정 사례
2. 심결사례
3. Q&A

“불공정 내리Go! 동반성장 올리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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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공정 사례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S건설은 ‘07.10.1~11.12 기간 중 관련 하도급공사를 지명경쟁

입찰로 발주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입찰업체 중 1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후 그 업체와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P사는 ‘07.1.1~’08.3.31. 기간 중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포장

박스 등을 제조ㆍ위탁하면서 대금결제기간을 법정지급기

일 이내로 단축하여 지급함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인하하

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S사는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3% 인하 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1ㆍ2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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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감액 행위

S사는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06.5.10. 단가인하에 합의하였으나, 합의성립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 17

백만원을 부당하게 감액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까지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H사 등 5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제품포장지 등을

제조ㆍ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

P사 등 3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을 늑장 교부

S건설은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위탁일, 공사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번에서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누락한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

⇒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작업착수 전에 교부하도록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

선급금 미지급 행위

S건설은 ‘06.5.4~’07.3.23.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 

334백만원과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도급법 제6조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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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등 위반행위

S건설은 ‘06.5.23.~’07.3.29.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이미 완공된

아파트 중 저층이라는 이유 등으로 미분양 된 아파트(49세대)를

분양받기로 한 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한다는 조건을 제의

하여 이를 수락한 20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

⇒ 분양아파트 분양을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삼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의거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행위에 해당

Y건설 등 6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

이자 411백만원을 미지급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후 60일(법정지급기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 날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만료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어음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하도급법 제13조제1ㆍ6ㆍ8항에서 규정

T사 등 3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 218

백만원을 미지급

⇒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도급법 제13조제7항에서 규정

S건설 등 3개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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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감액 행위

S사는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을 제조위탁한 후,

‘06.5.10. 단가인하에 합의하였으나, 합의성립 이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하여 하도급대금 17

백만원을 부당하게 감액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까지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도급법 제11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A기업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최초 위탁한 B기업이 공사

도중 문제를 일으키자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하여 13억 

2,770만원으로 최저가로 제출한 H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되었으나, 추가 합의 후 770만원을 감액한 13억 2,000만원

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A기업이

제시한 산출내역서 보다 시공해야 할 공사분량이 현저하게

많았고 이에 H사는 A기업 에게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기업이 거절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단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

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도급법 제4조제1항에 규정

⇒ A기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사실이 있고,

계약체결 전 H사가 현장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추가공사분이 발생하여 H사에게 상당한 

손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A기업은 H사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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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H사 등 5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제품포장지 등을

제조ㆍ위탁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지시

P사 등 3개 업체는 관련 수급사업자들이 작업을 착수한 

이후에 서면을 늑장 교부

S건설은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사위탁일, 공사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번에서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누락한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

⇒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작업착수 전에 교부하도록 하도급법 제3조에서 규정

선급금 미지급 행위

S건설은 ‘06.5.4~’07.3.23.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 

334백만원과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도급법 제6조에 규정

W건설은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에서 수급인은 선급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잘 못 해석하여 

수급인의 자재확보에 모든 비용을 투입하고 하수급인에

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음

⇒ 회계예규보다 상위법인 하도급법 및 건산법에서 하수급인

에게 선급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잔여금액을 수급인의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도록 관리



73

   

 

S건설은 ‘06.5.4~’07.3.23.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발주자로

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 

334백만원과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도급법 제6조에 규정

저가 하도급

S건설은 00도로 확ㆍ포장 공사 중 파일항타, 현장 말뚝공사,

보강도 옹벽공사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으로 보고하였으나 

실제는 하도급업체에게 저가 하도급

ㆍ파일공사 : 31.57%(915백만원/2,898백만원)

ㆍ말뚝공사 : 62.50%(455백만원/728백만원)

ㆍ옹벽공사 : 46.16%(515백만원/1,117백만원)

P건설은 00뉴타운 공사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하도급율

39.6%)를 발주처에 하도급 통보하였으나, 발주자는 품질

저하 우려로 2차례 하도급계약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는

책임감리원에게 직접시공하겠다는 하도급계약 해지문서를 

제출하고도 당초 통보한 하도급업체에 계속 시공토록 함

⇒ 건산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가 집행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 없이 저가 하도급 시행으로 원도급자에게 영업

정치 조치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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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결사례 

☞ ○○엔지니어링(주)이‘09.6.24. xx엔지니어링으로부터 기본 용역

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용역 견적서를 제출받은 점,‘09.6.24.자 

회의록에 의하면“신규 설계 견적 건 견적을 접수함”이하고 기재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피심인 자신도 이 사건 

용역을 기본 용역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신규 설계 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더구나 xx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용역 중 

“S/STRUCTURE”부분은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외주처리한 점, 

이 사건 용역의 견적금액은 69,960천원으로 견적금액 역시 기본 

용역금액 220,000천원과 비교하여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은 단순히 

기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정작업이 아니라 

기본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수급 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를 다시 않도록 시정명령

위탁품명 위탁일
견적금액

(천원)

견적서

수령일

목적물 

수령일
POWER SYSTEM & DRYER, 

S/STRUCTURE
‘09.3월 69,960 ‘09.6.24 ‘09.7.10

○○엔지니어링(주)은 2009.3월경 xx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을 위탁한 후, 위탁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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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주)의 담당자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주)xx로부터 

다시 돌려 받은 10,000천원을‘현금지급할인료’라고 하고 있는 점, 

‘08.12.22. 계약서를 보면 처음부터 대급지급 방법을 100% 현금

지급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종합건설(주)이 (주)xx에게 자기 

직원의 계좌로 10,000천원을 입금해야만 추가로 50,000천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주)xx는 10,000천원을 다시 입금해 

달라는 ○○종합건설(주)의 요구를 10,000천원을 감액하자는 의미로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인 점,‘09.9.30.은 추석전으로 중소기업자인 

(주)xx로서는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종합건설(주)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합건설(주)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관련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도 다시 현급지급을 이유로 5회 

기성대금의 10%를 할인하는 명목의 금원 수령한 것은 현금지급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

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10,000,000원과 이 금원에 대하여

‘09.9.29.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리 20%의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종합건설(주)은 수급사업자 (주)xx에게 건설위탁하여 

‘09.1.20.부터 같은 해 7.30.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수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같은 해 7.30. 인수한 목

적물의 하도급대금 100,000천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을 초과한 같은 해 9.30. 지급하면서, 같은 날 ’현금지급‘을 이

유로 이 하도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0,000천원을 다시 돌

려받음으로써 하도급대급을 감액하고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아

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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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국○○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30%를 받았음에도 수급사업

자에게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대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써 선급금 미지급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주)한국○○은 ‘07.1.10.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475,000천원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 142,500천원을 지급받음. 이에 수급사

업자 (주)유삼xx이 ’07.3.23. 본 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선급금 33,000천원을 (주)한국○○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선급금 지급신청서와 선급금 보증

서를 직접 제출하였으나, (주)한국○○은 해당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 일체를 지급하지 

아니함.

○○건설(주)는 ‘01.11월「신안군 비금면 용광지구 경지정리

사업공사」를 ◦◦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함에 있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중 21,848천원을 원도급계약의

보증수수료, 수입인지대,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의 명목

으로 부당하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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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주)이 발주자로부터 대부분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공사금

액을 추가로 받고도 그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주지 아니하였거나, 지연하여 

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

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 하도급법 제20조에 위반되므로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

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탈법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어음할인료 지급의무를 면탈

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하도급법 제20조에 위반되고, 56,645천원

의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같은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건설(주) 및 담당 직원을 고발하고 하도급법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강제회수한 어음할인료 56,645천원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건설(주)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을

증액조정받고도 그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건설(주) 등 9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의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79~109일을 지연하여 조정함

○○건설(주)는 부당감액한 하도급대금 140,475천원을 공정위 

조사기간 중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하였으나, 원자재 공급량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109,921천원을 2회에 걸쳐 

회수한 사실이 있음

○○건설(주)는 “수원○○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과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64,725원을 지급

한 후, 다시 60,809천원을 회수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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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

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이며,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대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하도급을 주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선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선금이 미지급 공사

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은 선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

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에 관한 조항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선급금으로써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있을 경우에 그 중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원사업자)의 공사중단으로 도급인(발주자)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이 기성 공사대금에 충당될 경우, 하도급

대금 직불 규정에 따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은 기성 공사대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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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검사 기준과 방법은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도록 정하는 것이 원칙인 점

(제9조 제1항), 민사상 대금채무의 발생과 소멸은 하도급법의 

영역이 아니라 민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9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로 인한 대금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에게 그 대금을 하도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면, 달리 그 대금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야야 한다.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

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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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Question & Answer

  Q 1. 발주처 통보용과 실제 하도급계약서상 어느 것이 유효?
  

   

A 원칙적으로 계약은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면을 작성ㆍ교부하는 것임. 따라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 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계약서로 인정됨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ex. 저가 하도급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발주자 통보용으로 작성)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에는 허위

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임.

 Q 2. 보존할 서류와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 것인지?
  

   

A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종료된 

날(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

보존해야할 서류는 제조나 건설위탁시 교부한 일정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와 목적물의 물품 수령증명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하도급대금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 등이다.

 Q 3. 공동도급에서 다른 구성원 동의를 받지 않은 하도급계약의 효력은?
  

   

A 하도급법에는 공동도급공사에서의 하도급계약 체결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음.

따라서,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각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대표사가 

공동도급사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을 한 건설

업자이므로 공동도급사 각자 단독명의로 별개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하도급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임

하도급계약을 연명으로 체결하거나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이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로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등의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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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4. 전자적인 형태의 서류보존 인정 여부?
  

   

A 하도급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컴퓨터 등 

전자적 형태의 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시행령 제3조제1항)하고 있음.

다만, 기록상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의 사실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에 의하여 디스플레이 화면 또는 서면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명칭 등 기록사항의 검색이 가능

하여야 함.

 Q 5. 최초 하도급계약시 82%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82% 미만
이 되었다. 이 경우에도 저가하도급심사를 하여야 하나?

  

   

A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에 따라 하도급 낙찰율이 변경되어 82% 미만

이 된 경우도 저가하도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최초계약 통지시 82% 미만으로 저가하도급심사 결과 85점 

이상을 득한 경우도 추후 하도급계약금액을 변경하여 하도급 낙찰율이 

82%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계약변경시 마다 저가하도급심사를 

하여야 한다.

 Q 6. 당해지역 하수급인란?
  

   
A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당해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하수급인을 말한다.

 

Q 7. 입찰공고 당시에 당해 공사지역 하수급인으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착공후 계약시점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당해
공사지역이 아닌 경우 해당업체로 계약이 불가능 한가?

  

   

A 가능하다. 적격심사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장이 당해 공사지역에 소재해 

있다면(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 계약시점에 소재지가 변경이 되더라도 

계약가능하다.

 Q 8. 계약기간이 60일 이하인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A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기간 60일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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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 하도급대금의 기성주기 및 현금결제비율 유지는?
  

   

A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4항에서는“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의 기성주기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에 별도로 규정이 없으므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음.

따라서, 원사업자가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도급대금 기성주기와 관계

없이 하도급계약시 합의한 하도급대금 기성주기에 맞추어 발주자로

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

하여야 함.

단,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및 목적물 수령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하는 기준은 충족시켜야 함.

 Q 10.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어음할인료 및 준공금 수령시 지급기준?
  

   

A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목적물 수령일

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제3항에 

따라 그 시공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늦어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이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금하여야 할 것임.

 Q 11. 선급금을 주어야하는 기간과 항상 선급금을 주어야 하는지?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받은날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

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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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2. 설계에 누락된 공사대금 지급요구시?
  

   

A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

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계약 체결후 원사업자의 지시등에 의하여 추가 공사분이 

발생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지급받았는 지를 불문하고 추가 소요금액을 반영해 주어야 할 것임.

 Q 13. 원사업자의 지시로 시공하였으나 발주처의 설계변경 미반영시?
  

   

A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 원

사업자는 그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증액해 주여야 하는 것임.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대하여는,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Q 14. 견적제출일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전인 경우 ESC 조정은?
  

   

A 하도급법 제16조제1항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토록 되어 있음.

위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 되었

으므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할 하도급법상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

다만,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에게 ESC를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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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5.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급받고 수급
사업자에게는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A 고용보험법 등 법령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Q 16. 주재료의 단종으로 신제품 교체시 추가비용 청구 가능?
  

   

A 설계변경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우선 원사업자와 발주자간 도급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도 변경되어야 

할 것임.

 Q 17. 부도어음에 대한 채무의 존재 여부는?
  

   

A 일반적으로 어음을 교부하는 것은“지급을 위하여”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지급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음의 교부만으로 

곧바로 어음지급의 원인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어음의 발행으로 추가적인 어음채무가 병존하게 됨.

따라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부도가 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아서 원인채무인 하도급대금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고 직접지급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직접지급이 가능함

 Q 18.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전액 기업구매카드로 하도급
대금을 결제할 경우 법위반 여부는?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결제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

그러나,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기업구매카드가 결제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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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9. 주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만기일
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월요일에 지급해도 될까?

  

   

A 기간계산에 있어 종전에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으나, 민법 개정(2007.12.31)

으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 익일에 만료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월요일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도 됨

 Q 20.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체에 보증보험을 요구하고,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선장하도록 한다면 하도급법상 위반?

  

   

A 보증보험에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으로 규율하기 곤란.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의 성격, 하도급거래 금액 또는 채무액, 상거래관행, 담보의 

종류, 수급사업자의 신용도, 차별적 취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예를 들어 보증보험 하나만으로도 당해 하도급거래나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담보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 

선정 등 과다한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Q 21.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시기 및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 교부의무는?

  

   

A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

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

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ㆍ변경서면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함.

 

Q 22.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다음 기성금에서 일괄 
공제 가능할까? 또는 원사업자가 기성금(기성비율 20%)
을 지급한 후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까?
  

   

A 선급금은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기성비율

에 맞추어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성비율보다 높게 선급금

을 조기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큼. 또, 선급금을 받기 

전에 기성금이 나갔다면 기성비율(20%) 만큼의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80%)을 지급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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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3. 국내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시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여야 
할까? 개별 견적 접수후 업체를 선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는?
  

   

A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국내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시 공개입찰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기준에 입각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공정거래

법이나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이나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

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됨.

 

Q 24. 대형건설업체가 창호공사를 위탁한 상태에서 하도급팀장
이 하도급업체 자기계열사의 상품구입을 협조 요청해도 

괜찮을까?
  

   

A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팀장이 하도급업체에게 상품 

또는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협조요청의 형식을 

띄더라도 물품 등의 구입 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Q 25. 대형건설업체가 창호공사를 위탁한 상태에서 하도급팀장

이 하도급업체 자기계열사의 상품구입을 협조 요청해도 
괜찮을까?

  

   

A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팀장이 하도급업체에게 상품 

또는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협조요청의 형식을 

띄더라도 물품 등의 구입 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Q 26. 원청사의 수금조건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15일이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하청사의 귀책사유(보험증권 미제출 등)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도 하도급법에 위반이 될까?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선급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 가능.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지연제출하여 그 지연

일수 만큼 선급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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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7. 건설하도급에 있어 수급사업자가 매월 말일에 원사업자
에게 기성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에 목적물 인수일

은 언제로 되는가?
  

   

A 하도급법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건설위탁의 경우 검사가 종료

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수급

사업자의 기성청구에 따라 원사업자가 기성검사를 하여 기성을 

확정해 준 날이 목적물 인수일이 된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서 검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

 

Q 2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원자재 불량에 따른 
하자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겨우 하도급법 
위반되는지?

  

   

A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원자재의 불량에 따라 목적물

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하자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

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됨.

이 경우에 원자재 자체가 불량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

어야 할 것임. 다만,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후에 수급사업자의 

관리소홀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Q 29.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하도급업체에는 지급기일이 3～4개월인 어음으로 결제하

는 경우 법 위반 여부?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현금결제비율유지 규정에 

위반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의 

만기일이 기성금 수령일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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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30. 발주 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에서 하락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될까?

  

   
A 수급사업자의 다른 귀책사유 없이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Q 3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도 
현금비율유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전액 현금

으로 지급받은 이후라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비율유지의무가 
있은지 여부?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없는 것이므로 하도급법상 현금비율 유지의무는 

없는 것임.

그러나 원사업자가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1회 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이후에는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준이 되는 현금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1회 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액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