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출(하남선(5호선연장) 건설사업 시스템통합 책임감리용역 )

1.(주)세종기술의“선금지급 청구(2018.07.03.) 요청 관련,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 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금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하남선(5호선연장) 건설사업 시스템통합 책임감리용역
나. 계 약 자 : (주)세종기술
다. 계약기간 : 2018.06.07. ~ 2019.06.06.
라. 지출내역

(단위:원)

계약금

*************

신청금액

지 출 액

***********

***********

***********

***********

잔 액

*************

******************************

마. 지출방법 : 청구 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철도설비부, 광역철도 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광역철도 건설
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
시설특별회계), 감리비
2. 채권확보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나.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
료일 로부터 60일이상으로 보증 확보
3. 선금지급 조건
가. 수령한 선금은 당해 사업의 자재 확보등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
여야 함.
나. 원사업자 및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및 수급사업자(하도자)에
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하고,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다.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부서(발주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라.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증빙자료 첨부, 그 사용내역서를 경리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선금 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수 없음.
바. 기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함.
사.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

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수급사업
자(하도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붙임

대금청구 및 계좌입금의뢰서 1부.

신언표

주무관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2911
서울특별시

(

건설총괄부장

정진일

07/05

시설국장

) 접수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1

층

3708-2362

박환

류훈

김현수

전문관

우 04520
전화

대금시스템과장

끝.

/전송

3708-2365

(
/ http://infra.seoul.go.kr

/ septop@seoul.go.kr

/ 부분공개(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