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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계약심사

1. 심사총괄

계약심사제도는 효율 인 재정운 을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

사․용역․물품 등)의 원가산정,공법선택,설계변경 등의 정성을 심사하여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 한 산을 감하는 제도이다.

우리 시의 계약심사 상기 은 시와 구․군 지방공기업,출연기 이며, 상

액은 건설공사 3억원 이상(문공사 5천만원),용역 2천만원 이상,물품구매는

700만원 이상이다.

가. 계약심사 추진실적

2011년 계약심사는 885건 2,724억 1,800만원을 심사하여 228억 9,000만원(8.4%)의

산을 감하 으며,이는 2010년 906건 2,823억 8,800만원을 심사하여 209억

4,200만원을 감한 것 보다 9.3%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심사 현황〉
(단 ：건,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액 산 감액 감율(%)

2011년 885 272,418 22,890 8.4

2010년 906 282,388 20,942 7.4

증 감

(증감율)

△21

(△2.3)

△9,970

(△3.5)

1,948

(9.3)

1.0

(13.5)

〈연도별 심사 현황〉
(단 ：백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감액 7,928 12,149 27,759 20,942 22,890

감율(%) 6.2 7.8 8.1 7.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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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관별 추진실적 

기 별 심사 액은 시청 >자치구․군 >공사공단 >출연기 순으로 많았고,

감율은 공사공단 >자치구․군 >시청 >출연기 순으로 높았다.

〈기관별 심사 현황〉
(단 ：건,백만원)

기 별 심사건수 심사 액 평가 액 감액 감율(%)

계 885 272,418 249,528 22,890 8.4

시 청 551 139,426 128,519 10,907 7.8

자치구․군 241 99,344 90,527 8,817 8.9

공사공단 56 30,123 27,219 2,904 9.6

출연기 37 3,525 3,263 262 7.4

다. 절감액 처리 현황

2011년 총 885건의 심사내역 가운데 감액이 있는 사업 500건에 한 감액

처리 황은 다음과 같다.

〈절감액 처리 현황〉
(단 ：건,백만원)

구 분 계 계속비이월 설계변경 명시이월 불 용

건 수 500 80 46 30 138

감액 22,890 13,994 1,840 1,692 1,155

비율(%) 100 61.1 8.0 7.4 5.1

구 분 추경삭감 타사업사용 동일사업재사용 사고이월 기 타

건 수 60 81 49 4 12

감액 1,130 718 357 311 1,693

비율(%) 4.9 3.1 1.6 1.4 7.4

주)기타(12건):단가계약 사업 4건,국비반납 5건,용역비를 사업비로 용 2건,사업취소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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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2년 업무계획

2012년에는 5,557억원을 심사하여 378억원의 산 감을 목표로 설정하 다.공

사분야의 감액은 350억원,용역분야는 25억원,물품구매․제조 분야는 3억원이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하여 심사기간을 6일 이내로 단축하고,발주부서

직원들의 원가계산서 작성 능력 향상을 한 교육 실시와 계약심사 사례집도 발

간할 계획이다.

그리고 신기술 특수공법 용 사업에 해서는 원가분석 자문 원들의 장

자문을 실시하고,심사직원들의 문성 향상을 해 조달청,국토해양부 등에서

운 하는 문교육기 의 교육도 이수하는 등 계약심사제도를 보다 효율 으로

운 할 방침이다.

2. 공사 ․용역 ․물품 심사

가. 분야별 심사실적  

분야별 감액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설계변경 순으로 많았고,

감율도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설계변경 순으로 높았다.

〈분야별 심사 현황〉
(단 ：건,백만원)

분 야 심사건수 심사 액 평가 액 감액 감율(%)

계 885 272,418 249,528 22,890 8.4

공 사 257 231,772 211,940 19,832 8.6

용 역 288 33,439 30,692 2,747 8.2

설계변경 2 1,762 1,754 8 0.5

물품구매․

제조
338 5,445 5,142 30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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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분야 절감 유형 

공사분야의 유형별 감액은 자재단가 과다계상 >품셈 용 오류 >원가계산

오류 >공종․공법 변경 >수량 과다계상 >불필요한 공종제거 순으로 많았다.

〈공사분야 절감 유형별 현황〉
(단 ：백만원)

구 분 계
자재단가

과다계상

품셈 용

오류

원가계산

오류

공종․

공법변경

수량

과다계상

불필요한

공종제거

감액 19,832 7,739 4,892 3,411 2,095 1,441 254

비율(%) 100 39.0 24.6 17.2 10.6 7.3 1.3

다. 비절감 사업   

계약심사제도의 정착과 발주부서 직원들의 원가계산서 작성 능력 향상 등으로

감액이 없는 비 감 사업도 차 증가 추세이며,2011년에는 총 심사건수

885건 가운데 385건으로서 43.5%를 차지하 다.

특히,매년 반복 요청되는 사업(청소․경비용역 등)과 특허․단일회사 제품 구매

등은 사업계획시부터 원가계산이 정히 산정되고 있다.

   〈비절감 사업 심사 현황〉
(단 ：건,백만원)

구 분 계 공사 용역 설계변경 물품구매

심사건수 385 79 142 1 163

심사 액 38,104 17,973 14,611 310 5,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