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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 ... 탁상행정 !
- 대금지급 실태와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 파악부터 돼야 서울시는 2021년 10월 26일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 나타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건
설사가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서울시 등 발주기관에 나중에 청구하는 민간기성(사기성) 즉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로 간주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 전에 건설사에게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선금)
역시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국내 최초로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한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실태와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표> 서울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이용현황
서울시 하도급지킴이

현장수

총공사금액

소계

임금 이용률

장비 이용률

자재이용률

2조3,061억

1,930억

475억

703억

752억

100.00%

8.36%

2.06%

3.04%

3.26%

1979개
※기간: 공사완료일 2019. 7. 1일부터 2020. 12. 31일까지
자료 : 서울시가 국회 제출한 자료

하도급대금의 직불은 체불방지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돼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하도급사에게 부도와 파산 등으로 인해 (가)압류가 걸리면 하위의 장비자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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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대한 체불은 불 보듯 뻔하다. 하도급대금의 직불보다 노무비/장비/자재대금의 직불이 체불방
지의 근본적 대책이다.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에 대한 지급보장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직접지
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현황’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서울시가 발주한 1,979건의 공사비 2조 3,061억원 중
하도급지킴이 근로자/장비/자재 지급률은 8.36%(1,930억)에 불과하며, 91.6%(2조 1,131억)를 건설사
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불투명한 선지급금(민간기성) 지급 관행부터 개선해야
현행 서울시의 대금지급시스템(조달청 하급지킴이 등)의 노무비와 장비자재대금의 지급률은 8.36%
이다. 실제 지급률이 85%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지급률이 왜곡되고 현저히 낮게 나오는 이유 중 첫
번째가 불투명한 선지급금(선지급, 후청구) 지급 관행인데 근본적인 개선대책도 없이 오히려 선지급금
을 직불로 간주하여 장려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특히 원청사의 하도급대금 선지급보다 지급여력이 부족한 하도급사의 노무비 등 선지급의 불투명
한 지급 관행이 노무비 지급률 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음은 서울시도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관급 공사현장에서의 선지급(민간기성)은 공사초기에 지급하는 선급금과 연계하여 관리해야만 실효
성이 있다. 즉 많게는 70%까지 지급되는 선급금을 건설사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이를 선지급과 연계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현실성 없는 선급금 직불제는 무의미
선급금은 기성실적 없이 공사초기에 계약상대자인 원도급건설사에게 공사대금의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지급한다. 즉, 선급금을 하도급사 등에게 직접지급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하도급공정(하

도급계약)은 시작도 안 된 상태라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선급금지급반환보증서’를 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
아 제출해야 하는데 선급금의 경우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신용도가 열위한 하도급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쉽지 않은 게 일반적이다.
선급금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일시에 수령한 선급금을 건설사가 다른 공사현장 등에 전용하고 유용
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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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을 지급하고 나면 남은 금액으로 공사비의 25%를 차지하는 노무비를 지급한 후, 하도급대금
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직불은 체불방지에 실효성도 없고 구조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다.

하도급대금과 장비·자재대금이 동시에 직접지급 가능해야
서울시가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비대여사업자와 건설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100% 지급보장이 되는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처럼 전면적인 직불제를
시행하고 체불제로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적
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가)압류에 걸리지 않도록 원청건설사와 하청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위사
업자들에게 직접 지급 ▲건설사의 선급금 유용 및 전용 방지 ▲선급금과 연계한 선지급금(민간기성)
관리가 가능한 대금지급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체불문제 해결에 나설 것
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끝>

2021년 10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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