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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부위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에 대한 원가공학

(Cost Engineering)을 적용한 운영효율 극대화이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의한 집행은 소각시설 근

로자들의 청와대 청원의 직영주장과 사회적 이슈, 20여년 생활폐기물 소각시

설을 운영해 온 서울특별시 제도개선 건의, 소각시설 운영 인건비 차액의 부

당이득으로 인한 법정분쟁과 대법원 확정판결 등을 볼 수 있다.

2018년 3월 지침 개정은 기술용역 기준을 일반용역으로 전환하고, 지

침보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방법을 선택하도록 지

침의 성격을 특정하고 있다. 이 개정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기술용

역을 국가계약법의 일반용역 전환과 인건비 지급차이의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한 대책으로 고정비(비정산)와 변동비(정산) 대분류 및 인건비 산

정 노임단가의 분개 규정 등을 삭제하였지만 그대로 둔 엔지니어링 기술

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규정 때문에 지자체에서 불합리한 노무비

단가 분개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2021년 3월의「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개정은 원가인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으로 인한「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과 상충

에 기인함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 계약법의 일반관리비율 적용대상을 기존

기타용역 6%에서 3% 상승된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9% 비용을

개정하였다. 이후 2018년 3월 개정 후 일부 지자체의 전력비 직불제 시행처럼

원가와 가치개선(Cost & Value Improvement)의 운영 효율화 및 삭제된

대분류 고정비와 변동비 구분의 수탁운영자의 시설운영비 산정에서 지침의 성

격을 왜곡한 집행을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왜곡된 시행

에 대한 원가계산방법 정립과 원가공학(Cost Engineering)을 적용한 공정가

격(Fair Price)의 시장가격 대용으로서 코스트 플러스 방식(Cost-plus as

synthetic market price)의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합리적인 시행과 집행에 대한 것이다.

주용어 : 원가공학(Cost Engineering),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

정, 소각시설 운영 노임단가, 시설운영비, 공정가격, 코스트 플러스-피

학 번 : 2016-2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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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또는 국가처리시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의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중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2019년 기준 전국

180개소에 시설용량 18,609톤/일, 소각량 4,599,617톤/년이며, 약 3,998명

의 관리자가 종사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된 발단은「생활폐기

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의 노임단가 적용 규정에 의한 산정과 실

제지급 차이에 기인한 양산시 노조 측 주장으로 법정으로 비화된 대법원

판례 및 서울특별시의 감사결과를 대표적으로 곱을 수 있다.

2018년 3월 개정은 노임단가 분개규정만 삭제하고 문제가 된 엔지니어

링 기술용역 노임단가 적용을 그대로 둔 채「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의 개정 보완으로 2021년 3월 일반관리비율 적용을 기존 ‘기타

용역’ 6%에서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의 9% 개정하였다.

소각시설 운영은 일반용역을「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

의 규정 때문에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노임단가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차

이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보다 지자체의 ‘지침의 성격’을 왜곡한 용역비보

다 더 많은 시설운영비의 파행적 집행을 볼 수 있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용역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면서 드러난 개선책

으로 2018년 3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일반용역 전환

후 2021년 3월의 개정 보완에도 불구하고 지침의 성격을 왜곡한 원가계산

방법을 원가공학(Cost Engineering)측면의 정립을 통해서 지침보다 더 합리

적인 소각시설 윤영효율 극대화와 공정성 제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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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와 구성

1.2.1 연구의 범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범위는 다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기준에 대한 고찰및 문제점 분석

둘째, 운영비 구성항목에 대한 이론적 분석 및 개선된 항목의 도출

셋째, 법령에 따른 행정규칙의 구성항목의 운영비 산정 제안

넷째, 원가계산의 단위가격의 문제점과 노임단가 적용 개선방안

다섯째, 입찰제도의 낙찰율 문제점과 개선방안

1.2.2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그림 1-1] 연구흐름도와 같이 Ⅱ장에서는 원가산정에 의

한 운영비 산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법령 및 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를

구체적로 알아보고,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지침 제정 이

후 변천과정과 2021년 3월 개정된 지침 및 관련 정부의 지침을 지방계약

법의 입찰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Ⅲ장은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내 소각시설 현황 및 활용, 위탁운영비 용역원가산정기준의 운영

에서 드러난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인건비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소각

시설운영비 산정과 집행의 문제점 등에 알아보고자 한다.

Ⅳ장에서 원가공학(Cost Engineering)을 적용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정의 기본적인 틀과 합리적인 인건비, 전력비 재료비 등의 산정에 대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Ⅴ장은 본 연구의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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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

사회적 이슈

·사정기관 인건비 차이 지적
·인건비 법적분쟁 비화
·근로자 직영 주장
·서울특별시 제도개선 건의

  ⇩
입찰 및 계약가격 결정을 위한 예정가격 원칙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
「예정가격작성기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5관 1호의 가)

「예정가격작성요령」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제5절 제30조제1항)

                      ⇩
해당법령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

                      ⇩
2011년 ~ 2018.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기술용역 기준/ 폐기물관리법

                      ⇩

• 2018년 3월「지침」

기술용역 일반용역 개정

• 2021년 3월 용역대상

기타 용역을 시설물관리

ㆍ청소용역으로 개정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제1항17호 13호 개정

인건비 단가
폐기물관리법 엔지니어링

기술용역노임단가 삭제

원가계산 단위가격
원가계산용역기관

단체 조사 통보가격

산출내역서와

입찰제도 및 낙찰율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적용대상 개정

                       ⇩
원가공학(Cost

Engineering) 적용

합리적 소각시설운영비
원가계산서(안)

코스트 플러스-피 방식

                       ⇩
결 론

[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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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선행 연구와 집행의 관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은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기준으로 약 20여년 집행되어 왔으나, 관련

연구는 [표 1-1]과 같이 강경희(2002) 외 6인과 정종관(2012)의 용역원가

보고서와 2020년 수행된 홍원기의 XX시 인원산정에 대한 타당성 등 지

방자치단체 용역의 사례에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산정 문제를 지적하거

나 개선방향 조차 제기되지 않았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고정비와 변동비는 약

20여년 시행되어 오면서 노조 측과 법정 분쟁까지 비화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인건비와 경비의 시설운영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없다.

[표 1-1] 소각시설운영 관련연구

연구자 제 목 분 석

강경희(2002)

소각시설의 적정 운

영비 산출에 관한

연구

w 주요 소각시설 운영현황 조사 및 실

태분석(연도별 소각시설 수 변동 추

이/소각시설의 운영자 형태/계약상

운영기간 분포)

w 소각시설별 운영인력 구조 분석(소

각시설 규모별 운영인력 / 인건비,

변동비, 일반 고정비)

w 선진국의 소각장 운영비 산출 조사

와 국내 유사규모와의 비교

w 소각장 규모 및 규모별 적정 운영비

정종관(2012)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적정비용 산정연구
w 원가산정보고서

홍원기(2020)

XX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원

가산정 및 타당성 연

구용역

w 도시형 폐기물처리시설 유사사례 검토

w 운영원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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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1 원가공학 이론과 공정가격

경영회계학의 원가는 실제원가(Actual Cost)와 예정원가(Predetermined Cost)로

구분하고, 예정원가는 추정원가(Cost Estimate)와 표준원가(Standard Cost)로 구분

하며 전자를 일본에서 견적(見積)이라하고 작업과정을 적산(積算)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도일본처럼같은용어와개념으로통용되고있다.

「학술진흥법」제12조에 따른 학술표준분류체계의 산업공학 커리큘럼에서

원가공학(Cost Engineering) 범위는 [그림 2-1]과 같다.

 Cost Estimating
 - Basics
 - Order-of-Magnitude
 - Definitive
 - Manufacturing

 Cost & Schedule Control
 - Planning
 - Scheduling Basics
 - Scheduling Techniques
 - Cost Control

Cost Engineering
The Art and Science of Total Cost 

Management

 Cost Analysis  
 - Engineering Economics
 - Advanced Economics
 - Manufacturing  
 - Process Plant 
 - Profitability Analysis

 Cost & Value Improvement
 - Value Engineering
 - Constructability  
 - Productivity Management
 - Managing Contracts

[그림 2-1] 원가공학 관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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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학은 종합적 원가관리(Total Cost Management)를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영역이다.

미국 AACE(American Association of Cost Engineers; 그 후에

AACE International로 명칭 변경)에 의하면 ‘원가공학은 원가추정(Cost

Estimation), 원가관리(Cost Control) 그리고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과학적 원리와 기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학적 판단과 경험을 효과

적으로 활용하는 공학적 적용원리(Engineering Practice)를 집대성한 영

역’으로 정의되어 있다.

2.1.1 원가추정(Cost Estimating)

원가공학을 ‘견적; 코스트 컨트롤; 사업계획과 경영과학; 수익성 평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플래닝 및 스케줄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과

학적 원리와 기법을 적용하고, 공학적 판단과 경험을 이용하는 엔지니어

링 실무의 한 분야’ 라고 정의했다.

견적 및 코스트 컨트롤은 과학적 원리와 기법을 사용하는 엔지니어링

분야이다. 코스트를 예측하는 견적은 어느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예산 한도 내의 집행에 대한 코스트를 컨

트롤 한다.

코스트엔지니어의 기능은 미래의 코스트를 다루는 것이다. 즉, 코스트를

견적하고,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코스트를 컨트롤하며, 실적 코스트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정리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시 이 자료를 사용하

여 견적하는 업무이다. 코스트 엔지니어는 원가공학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기본 지식과 기능을 배워서 이해해야 한다. 코스트 엔지니어는 프

로젝트의 최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사가 완료된 다음의 스타트업(start

up)까지의 전체 기간 동안 참여해야 한다. 견적하려면 먼저 프로젝트가 수

행될 방법을 예측해야한다. 초기 단계의 견적 기준 중에서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설계 기준이다. 따라서 설계 기준을 확정하는 것은 견적

의 정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업주의 코스트 엔지니어와 계약자의 코스트 엔지니어가 맡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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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간 다르나, 프로젝트 전체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가급

적 최소 비용으로 프로젝트를 완료시킨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

2.1.2 원가분석(Cost Analysis)

원가분석이란 원가계산결과 얻어진 원가수치를 기간비교 또는 상호

비교 방법을 이용해서 원가차이나 원가구조의 분석을 하고 원가실태 및

원가변동의 정도와 원인을 명확하게 하는 하나의 경영분석기술이다.

원가분석은, 분석자의 입장이나 차이점 때문에 크게 구별하여 내용분석

과 외부분석으로 나누어진다. 외부분석의 경우 분석자가 경영외부자이기 때

문에 공표되는 제조원가보고서 이외의 세부사항 원가자료를 입수하는 것은

어렵고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원가분석의 주가 되는 내용은 내부분석이다.

여기서 원가관리(Cost Management)는 일반적으로 원가통제(Cost Control)

와 원가계획(Cost Planning)으로 나누어진다.

내부분석에서 원가분석은 여러 관점으로 분류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

로 다음 5가지 분류기준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첫째, 분석 목적에 의한 분류로서 원가통제를 위한 원가분석과 원가계

획을 위한 원가분석으로 나누어진다. 원가분석은 주가 되는 경영관리자의

입장에서부터 행해지는 내부분석이다. 원가관리는 원가통제와 원가계획으

로 크게 나눠지며 따라서, 이 분류는 원가분석의 기본적인 분류면서 이

책의 원가 분석 체계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 원가계산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실제원가분석, 표준원가분석, 특

수원가분석으로 나눈다. 실제원가분석은 실제원가계산의 결과를 얻은 원

가수치를 기간비교 혹은 상호 비교하는 원가차이나 원가구조의 분석을

하고 원가실태 및 원가변동의 정도와 원인을 명확하게 하는 하나의 경영

분석기술이고, 표준원가란, 표준원가의 실제원가와 비교해, 그 차이를 계

정 ·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특수원가분석이란, 원가계획, 즉, 의사결정계획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얻기 위한 원가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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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직업능력별 제조원가분석과 영업비 분석이다. 이것은 원가가 경

영의 모든 직능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류이다. 제조 원가는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이며, 영업비용은 일반 관리 직능에서 발생하는

기업 전체의 관리에 요한 비용 즉, 일반 관리비와 제품 생산 후 이를 판

매처에 인도까지 걸리는 원가 즉, 판매비로 구성된다. 영업비는 기간비용

으로서 그 전체 발생액이 그 기간의 손익계산상, 비용으로 계상된다.

다섯째, 원가요소의 제품관련성에 의한 분류로서 직접비 분석과 간접

비 분석이다. 직접비는 일정한 제품의 생성에 관해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원가 요소이며, 직접비 분석은 제품의 생산량 및 제조 과정에 맞게 행해

져 분석 효과는 매우 크다. 반면, 간접비는 여러 제품의 공통비로 인식되

어 간접비 분석은, 제품의 생산량이나 제조과정에서 직접관련하지 않고

월별부문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직접비분석에 비하면, 그 효

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여섯째, 원가계산의 수속단계에 의한 분류로서 비목별 원가분석, 부문

별 원가분석, 제품별 원가분석으로 나눈다. 원가 계산의 수속은, 비목별

계산,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산의 3단계를 거쳐 완료된다. 이때 비목별

계산은 해당 원가계산 기간에 발생한 모든 원가요소를 직접비와 간접비

로 크게 구분한다. 다음으로, 부문별 계산에서는 그것들을 기능별 원가부

문별로 재분류한다. 이 원가 부문에는 반드시 1명 부문 관리자가 존재하

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부문별 분류는 정렬의 의미를 가지며, 원가 통

제에 대한 중요한 분류이며 마지막으로, 부문 별 원가를 제품별로 재분

류한다.

2.1.3 원가와 스케줄 컨트롤(Cost & Schedule Control)

원가와 스케줄 컨트롤(Cost & Schedule Control)은 경영관리자가 원

가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원가통제와 원가계획(Cost

Planing)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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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원가와 가치개선(Cost & Value Improvement)

가치공학(VE: Value Engineering)은 설계 후, 또는 기존 설비 운영 중

원가와 가치개선(Cost & Value Improvement)을 통해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

2.1.5 원가를 이용한 공정가격

원가계산(原價計算)과 원가산정(原價算定)은 개념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회계학의 원가회계(Cost Accounting)로서 회계장부기준이지만, 후자는 설계

도와 기술자료 근거로 공학적 수량산출과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시장가격 대용으로서 원가(Costs as substitutes for the market)로 산

정한 가격은 다음과 같이 ‘공정가격(Fair Price)’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얻을 수 없는 방위 산

업에서 수많은 사례의 경우 원가는 공정한 가격, 즉 구매자(정부)와 판매자

가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는 수단이 된다.’ 이 가격은 총원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총원가에 일정한 이익을 가산한 대체가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방

식은 외부 시장가격의 대용으로서 이용된다.

2.1.6 입찰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구매물자, 용역 등의 사업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이하

‘국가․지방계약법’이라함)에서 예정가격을 정하여 입찰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다.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우선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만, 공사, 제조구매, 용역 등의 시장가격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격 대용으로서 원가(Cost)에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을 가산하는 추정원가

(Cost Estimate)로 예정가격을 작성한다. 이 방법은 이론에서 원가-가산방식

(Cost-plus as synthetic market price)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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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지방계약법의 원가항목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 항목은 원가와 일반관리

비 및 이윤으로 규정하고, 원가의 비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

고 있다.

2.3 비목별 가격결정 원칙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비목별 가격결정 원칙은 재료비, 노무

비, 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재료량, 노무량, 소용(소비)량에 원가계

산의 단위당가격을 곱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1 예정가격 원가계산서의 양식

2.3.1.1 제조, 공사, 학술용역

국가계약법의「예정가격작성기준」은 [표2-3] 제조원가계산서, [표

2-4] 공사원가계산서, [표2-5]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등에 대해서만 규

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의「예정가격작성요령」에서도 제조, 공사 학

술용역 등의 세 가지 양식은 동일하다.

2.3.1.2 대가기준 없는 기타용역 원가계산의 작성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은 제5절 제1항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대상을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 대해서 그 대가기준(원

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로 한정된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

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

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

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

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021년 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소각시

설근로자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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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의「예정가격작성기준」과 지방계약법의「예정가격작성요

령」의 차이는 다음 [표 2-1]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2-1] 기타용역에 대한 행정규칙 비교

「예정가격작성기준」/국가계약법 「예정가격작성요령」/지방계약법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

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

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

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있다.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

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

조 내지 제29조에 규정된 원가계산기

준에 준하여 원가계산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

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

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

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

다),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

다.<개정2015.9.21.,2017. 12. 28.>

1.시설물관리용역:「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

하는(최저임금 상승효과 등 적용시점

의 임금상승 예측치를 반영한 통계가

있을 경우 동 통계를 적용한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

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

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

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

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

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

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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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임금조사 보고서’라

한다)의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다만, 임

금조사 보고서상 해당직종의 노임이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는 해당직종의

노임을 적용한다) 신설2017.12.28.><개

정 2018. 12. 31.>

2. 그밖의용역 : 임금조사보고서의단

순노무종사원노임 <신설2017.12. 28.>

제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09. 3. 5., 2018. 12. 4.>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용역

2.3.1.3 기타 단순경비, 관리용역 등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의 각호는 1.청소용역, 2. 검침(檢針)

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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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제조원가계산서 양식

품명: 생산량: 규격: 제조기간: 단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ㆍ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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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공사원가계산서 양식

공사명: 공사기간: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ㆍ부산물 등(△)

소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ㆍ교통비ㆍ통신비
세금과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 )%]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원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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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양식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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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국가계약법의 일반관리비율

공사와 제조․구매의 경우, 원가에 가산할 수 있는 일반관리비의 비율

은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서 다음 [표2-5]과 같이 규

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5] 공사와 제조․구매 및 용역의 일반관리비율

업 종 구 분 비 율

공사 1. 공사 100분의 6

제

조

구

매

2. 음ㆍ식료품 100분의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제품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1

용역

12. 폐기물처리ㆍ재활용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관리ㆍ경비및청소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및그밖의사업지원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및보험용역: 100분의 5

16. 장비유지ㆍ보수용역: 100분의 10

17. 기타용역: 100분의 6

2.3.3 국가계약법 이윤율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이윤율(공사: 100분의 15, 제

조 구매 100분의 25, 수입물품 100분의 10, 용역 :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여기서 이윤은「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영업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윤계상방법은 부가가치방법으로 재료비는 물론 경비의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를 제외한 계상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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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원가계산의 단위가격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단위가격은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표 2-6] 통계법 제15조의 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과 그 다음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의 순서로 규정

되고, 여기서 ‘표준시장단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표 2-6] 통계작성 지정기관 조사·공표가격 적용

용역 분야 단체

공사 대한건설협회

물품제조 중소기업중앙회

엔지니어링 용역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소프트웨어 용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감리용역 한국건설감리협회

측량용역 대한측량협회

2.3.5 거래실례가격

거래실례가격은 1978년 2월 2일 조달비리 개혁정책으로 당시 예산회

계법에 최초 도입된 후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예정가격 결

정기준의 특별한 용어이며, 경제학 이론의 시장가격의 개념이다.

입찰 예정가격 결정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우선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거래실례가격이다.

2.3.5.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1978년 2월 22일 거래실례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시행규칙 제4

조의 2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

격으로 한정하여 규정되고, 그 가격은 조달청에서 분기별로「가격정보」

발간으로 시작되었다.

1988년 9월 한정된 게재가격의 적용 한계 때문에 조달청장 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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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계약사무처리규칙」에서 삭제하기 위한 개정(안)까지 예고되었

으나 개정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나라장터에 명목만 유지되고 있다.

2.3.5.2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1977년 조달비리 개혁정책으로 민간물가조사기관은 거래실례가격 조

사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1988년 7월 1일 당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

의2 제1항 제1호의2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부활시켰다.

전문가격조사기관 지정의 목적과 취지는 당시 관보(재무부령 1752호)

에 예정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과 거래실례가격조사

운영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해 물품구매 등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거래실례가격에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외에 새로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포함하여 선택적

보완적 활용으로 공고되었다.

2.3.5.3 조달청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차이

거래실례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거래실례가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제1항 제1호의 조달청장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및

제2호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한

가격’은 개정 당시 선택적 보완적으로 활용의 가격으로 명시되어 참고할 수

있는 가격이다.

노무비 단위가격은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

사하여 공표한 가격이며, 통계작성지정기관은 다음 [표2-6]는 분야별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단체로 규정되어 있다.

2.3.5.4 계약담당공무원 조사가격

개정초기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계약담당공무원이 2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

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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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거래실례가격의 개념과 우선순위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은 박성동 외 2인의 국가계약법령의 해설 및 유권해석

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호 및 제10조 각호의 유권해석(회계제도과

-1156, 2009.7.10.)을 근거로 거래실례가격 우선순위를 ① 거래실례가격 ②통계법상

지정관이공표한가격③각중안관서의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공표한가

격등만 1순위로서술하고있다.

이와달리장훈기의「공공계약제도해설」의 2015년퇴직후개정판은공무원 재

직할 때와 달리 ‘거래실례가격 유형간의 우선순위가 없다’(강인옥 와 2인의 공공계약

법 및 실무)고 서술되어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을 가격을 마치 법령에 규

정된 거래실례가격으로 착각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을 볼 수 있다.

국가계약법의「예정가격작성기준」과 달리 지방계약법의「예정가격작성요

령」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3.5.6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1995년 7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를 둔 실적공사비는 당시 건설

교통부 주관으로 제정되었다. 2015년 3월 1일 명칭을 변경한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방계약의 경우,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에 규정되어 있다.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

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정보통신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한

국전기산업연구원), 항만 어항공사는 해양수산부 등 4개 중앙관서의 장이

조사하여 통보하고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 세부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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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작성요령」의 원가계산서 양식의 틀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

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규정하

고, 같은 규정 제38조는 앞의 제15조 공사원가계산과 달리 공사비를 실적

공사비로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과 품셈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2.3.5.7 국토교통부 훈령

실적공사비 제도와 관련 세부 규정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 에 근거

[국토교통부훈령 제1331호, 2020. 10. 30., 일부개정]를 두고 1996년 1월 1

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9조)에 ‘실적공사비’로 2003년 12월 26일 ‘실적공

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제정 시행되었으며, 이 준칙은 2006년

5월 25일 예규·통첩 등의 통폐합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2.3.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 통

신부신정책기획과-1217 (2017. 12. 20.)」

2.3.5.9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제5편(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과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24호, 2018년 3월. 16일., 일부개정]

2.3.5.10 해양수산부훈령

항만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79호, 2019. 7. 1.,

일부개정]

특기할 것은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의 산정(국가계약법의 예정가

격기준 제37조)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적용 범위를 100억원 미만 공사와 100억

원～300억원 공사 2016년 12월 31일까지 표준시장단가로 구분하고 있다.

2015년 3월 1일 실적공사에서 변경된 표준시장단가는 이날 이후 최초로 예

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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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1 객관적 단가

2019년 6월 1일 개정된 국가계약법에 따른「예정가격 작성기준」제6

조의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은 소요물량ㆍ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에 대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9년 7월 9일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 주관으로 기

획재정부 기업환경과,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환경부 혁신행정

담당관,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 중소벤

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등의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추진성과

점검 및 중점과제 논의되었다.

논의된 내용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마중

물 역할로 공공기관이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Cost) 산정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시 거래빈도, 조건,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

(예: 최빈가격, 평균가격 등)을 적용에 대한 개선책이다.

통상, 물가협회·물가정보·응용통계연구원 등에서 각각 조사·발표하는

시장가격, 발주기관이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으로 이들 가격 중 최저가

격을 적용한 원가계산이 관행화를 지적하였다.

2.3.6 감정가격

거래실례가격과 표준시장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

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기관의 감

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3.7 견적가격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

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견적가

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법령상 견적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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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적용대상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 일반관리비는 국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

2018년 3월에 개정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같은

규칙 제8조 1항에 규정된 폐기물 관련 비율을 제12호의 폐기물 처리ㆍ재

활용 용역 100분의 10과 제13호의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

의 9를 적용하지 않고 제17호의 기타 용역 100분의 6 개정 후 2021년 3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제13호의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개정하였다.

2.3.7.2 이윤율 계상의 재료비 제외 원칙

국가계약법 이전의 예산회계법 시행규칙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8조 제5

항에서 이윤율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에서 100분의 10이상 적용

할 수 없고, 수입물품과 용역의 경우, 100분의 3이상 적용할 수 없었다.

1988년 12월 이윤 계상방식을 종전 총원가(Full Cost)에서 개정된 부가

가치비용(Conversion Cost) 방식은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이윤율을 시설

공사를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 제조·구매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

용역 및 수입물품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 으로 개정하였다.

첫째, 재료비 변동이 이윤에 미치는 영향 배제

둘째, 업종 간 재료비의 차이로 인한 이윤의 격차를 방지

셋째, 의무적 자재 관급제도의 폐지에 따라 재료비가 총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2.3.8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확인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 다음 [표 2-7] 같이 기

관형태로 규정되고, 원가계산용역의뢰는「예정가격작성기준」제32조 원가계

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으로 전문성있는 기관에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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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호, 2009.3.5, 일

부개정] [시행 2009. 3. 5]

[기획재정부령 제699호, 2018.12.4,

일부개정] [시행 2018. 12. 4]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생략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생략

②생략<개정1999 . 9 . 9 , 2005 . 9 . 8 ,
2009.3.5>

②생략<개정1999.9.9 . ,2005.9.8 . ,
2009. 3.5, 2018. 12.4>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

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

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

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

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원가계산용역기관은다음각호의요건

을모두갖추어야한다.<신설2018.12.4>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

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

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④ 삭제 <1999.9.9>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한다.<신설 2018. 12.4>

원가계산용역기관은 1978년 3월 6일 ‘지정’ 후 ‘등록’을 거쳐 1999년 규제

완화정책으로 ‘요건’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표 2-8]과 같이 변천되었다.

요건확인은「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계약담당자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 단

체로 이원화로 시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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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5일부터 [표 2-8]와 같이된 요건확인을 단체로 일원화하고,

그 단체는 사)한국원가공학회와 사) 한국원가관리협회 두 기관을 공지(2010.4.

15. 보도자료)하였다.

[표 2-8] 예정가격작성기준 변천

개정 예정가격작성기준 사유

종전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

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건 충

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

사를 면제할 수 있다.

2010.4.15.(목)

보도자료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

- - - - - - - - - - - - - - - - -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 제1항 단

서에서 규정한 법인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

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

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발주기관과

병행 규정 원가계

산자격요건심사

민간전문기관의뢰

단체(원가계산용역

기관) 전환규정

<신설2010.

4.15.개정2015.

9.21.>

제32조(원가계산용역 의뢰시 주의사항) ①계

약담당공무원은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내용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기

관에 용역의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동 요

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

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뢰시에 제1항 단서

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게 용역기관

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격요건심사 단

체 의뢰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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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1970년 난립된 민간물가조사기관을 배제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5조제1항 제2호(당시 예산회계법)에 1977년 2월 조달청을 거래실례가격 조

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1988년 7월 1일 난립을 이유로 배제되었던 민간물가조사기관은 전문가격조

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그 목적과 취지는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

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

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의 거래실례가격 적용에 대한 보완이며, 국가계약법

및「예정가격작성기준」은 우선순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문

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은「표준가격조사요령」제1조에서 시장거래가격,

생산자공표가격, 행정지도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계약법의 거래실례가격은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조달청장이 조

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표 2-9]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표 2-9]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

물가잡지명 전문가격조사기관 등 록

물가자료 한국물가협회 `93.5.20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센터 `93.5.20

거래가격 대한건설협회 `93.5.20

유통물가 한국응용통계연구소 ‘93.5.20

공정가격 한국공정가격협회 ‘93.5.20∼`06.7.31취소

물가시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95

지방계약법의「예정가격작성요령」제1절제2호의 ‘다’에서 시중에 적정

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

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

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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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계약가격과고정비및변동비

국가와 공공기관의 계약은 확정계약(確定契約)을 원칙으로 체결하고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개산계약은 감사원 신고와 사업종료시점 정산의 절차를 거쳐

야 하고 개발제품이나 신제품 등 법에서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어야 체결

할 수 있는 계약이다.

국가ㆍ지방계약법으로 집행하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의 사업은 원

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총액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표준계

약서 붙임의 산출내역서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여 표준계약서 붙임

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2.3.11 계약금액조정과사후원가검토조건정산및판례의시사점

정부발주 사업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체결하지만, 민법의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 물가변동과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변경 등 세 가지의 경

우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확정계약이라도 일부 항목의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지방

계약법 제89조에 규정하고 있다.

개산계약의 정산과 확정계약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은 차

이가 있다. 전자는 정산이므로 계약금액의 증감에 따라 조정할 수 있지

만, 후자는 확정계약으로 체결 후 계약금액조정이므로 이미 체결된 계약

금액 이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대분류 비정산(고정비)

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의

절차를 통해서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다.

양산시의 대법원 판례는 계약금액과 인건비에 대한 투입공수와 노임

단가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처야만

계약금액조정의 가능함을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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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2011년 11월 25일 국가정책조정

회의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합동(`19.9.11)으로 시행 후 2019년에 이

어 2021년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노사관계과-1874. (2021. 6.2.)호로 공공

부문 일반용역 중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에 대해 중소제조

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의 ‘기본급’ 적용 준수 철저를 통보하고 있다.

2.4.1 지침 적용대상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에서 용역은「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며, 기술용역은「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

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용역으로 건설

기술용역, 엔지니어링활동, 설계·감리 등에 규정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용역은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학술연구용역, 시

설분야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으로 구분

한다. 2021년 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일반용역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림 2-2] 법령에 따른 행정규칙

단순노무용역에 대해 별도로 정의된 바는 없으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은

시설분야용역 중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및 지자치 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용역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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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일반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 산출내역서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3245(2121.12.1.) 관련으로「예정가격작

성기준」제30조의 단순노무용역(청소․경비․시설노무용역)의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관계부처합동 `19.

9. 11) 위반하지 않도록 통보하고 있다.

[표 2-10] 예정가격 산출내역서(`19년 기준예시)

출처: 2019년 용역근로보호지침. 정부합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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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노임단가는 다음 [표2-11]과 같이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으로 적용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표 2-11]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계상방법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 = 기본급+「근로기준법」상 제수당+상여금+퇴직
급여충당금 단,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구 제조부분 보통인부,‘13년 변경)을 기본급으

로 적용

* 2019년 상반기의 경우 78,023원(일금) → 2019년 하반기 적용

* 2018년 하반기의 경우 72,020원(일금) → 2019년 상반기 적용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퇴

직급여충당금 등

◇ 시설물관리용역은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보고서’중 해당직종의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

* 2019년 상반기의 경우 ▴기계정비원: 107,298(일금) ▴전기정비원:

105,273원(일금) ▴보일러조작원: 101,365원(일금) →2019년 하반기 적용

* 2018년 하반기의 경우 ▴기계정비원: 101,170(일금) ▴전기정비원:

93,481원(일금) ▴보일러조작원: 89,370원(일금) →2019년 상반기 적용

* 구 (사)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출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는 ‘13년

이후 미발표

○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

하는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환경부 고시 제2016-108호, 2016.6.7.

일부개정)

출처: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관계부처합동(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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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시설관리용역 시중노임단가 적용

시설관리용역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

며, 위탁자는 사전 임금체불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로부터 분기

별 임금명세서를 제출을 받아 용역업체의 임금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5 국가계약법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 원칙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의 경쟁입찰 낙찰자 결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또는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낙찰자로 규정하고 있다.

2.6 행정규칙 주체의 성립·효력요건

정부 주무관청에서 발표하는 지침, 고시, 훈령, 예규 등은 행정규칙이

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한 직무권한 내에서 발하는 것이므로 특별

한 법령의 수권(授權)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정 행정목적의 범위에서

그 당연한 권능(權能)으로서 제정할 수 있다.

2.6.1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은 가급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범위에 속한 것만

을 규정해야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상위법령이

정한 규제 내용을 강화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상위법령의 집행에 관한 사

항을 정할 때에도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

정하여 해당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정해야 하

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규정 상호간의 모순과 중복이 없어야 하고,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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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생활폐기물의 관리체계와 분류

생활폐기물의 관리주체는 [표 2-12]와 같다.

[표 2-12] 생활폐기물 관리주체

관 리 주 체 주 요 업 무

환 경 부
ㆍ폐기물관리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ㆍ자치단체 폐기물 처리시설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광역자치단체 ㆍ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 사업에 대한 조정

기초자치단체 ㆍ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책무 수행

※ 사업장폐기물은 배출하는 사업자가 별도 계약에 의거 처리

폐기물관리법은 [그림 2-3]와 같이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폐

기

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 포함)

출처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년도).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그림 2-3]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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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계약집행기준과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의 용역구분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의 용역계약일반조건은

용역 의의와 종류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입찰을 주관하는 조달청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1항은 [그림 2-4]와 같이 폐기물처리용역을 ‘일반용역’으로 구분하고 같은

기준 제5항에서 그 대상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질적 재회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해 주는 서비스도 용역임

• 건설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 엔지니어링활동 용역(『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 건축 설계와 공사 감리 용역(『건축사법』 제2조 제3호, 제4호)

• 전력 설계와 감리 용역(『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제4호)

• 정보통신용역(『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 소방시설용역(『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다목)

• 주택사업 용역(『주택법』 제24조 제1항)

• 측량용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위탁형 용역: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제출

• 공동연구형 용역: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

• 자문형 용역: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형안에 대한 의견을 서명으로 제출

• 시설물청소 용역(『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 시설물/사람등 경비 용역(『경비업법』 제2조제1호)

• 시설물/기기관리용역: 컴퓨터 등 유지보수, 전기/승강기/소방시설 관리, 소독

• 정보통신관리 용역: 정보통신장비 및 S/W의 유지보수, 데이터 관리

• 폐기물처리용역(폐기물관리법』 제25조)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육상)운송용역

수학여행, 행사(전시회, 박람회 등) 및 소독 대행

물품수리, 물품 임차
• 그 밖의 용역

의의

종류

용역
종류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그림 2-4] 용역 의의와 종류 분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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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변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용역은 [그림 2-5]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2003년 2월 기술용역 기준으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

침」을 제정하여 시행해오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8년 3

월부터 일반용역으로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2018년 3월 이전까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기술용역으로 운영되어 왔

으나 2018년 3월부터 국가계약법의 ‘일반용역’으로 개정하였다. 이 개정의

특징은 용역원가산정 기준을 국가계약법으로 개정하고 ‘고정비’와 ‘변동

비 및 기술료를 삭제하면서,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경비 합계금액’의 6%

이내, 이윤은 인건비ㆍ경비 합계금액과 일반관리비를 더한 비용의 10% 이

내로 규정하였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림 2-5] 소각시설운영지침 변천

2021년 3월에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일반관

리비율 적용대상을 기존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8조 제1항 17호의 기타 용역 100분의 6에서 같은 규칙 제1항17호의 시

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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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의 성격

2018년 3월 26일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특징은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선택을 ‘지침의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2.7.4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

2021년 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의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은 [표 2-13]과 같이 2018년 3월 개정항목과 동일하다.

[표 2-13]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 개정

구분 2012.04.13 2018.05.13
분류

소분류 비고 분류 소분류 비고
대 중

고

정

비

⁔
비

정

산

︶

인
건
비

직접 인건비 정규직 인건비
인건비

직접 인건비

일용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 일용 인건비

관

리

비

복리후생비 피복비, 휴가비 등

경

비

관

리

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보험료
안전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교육훈련비 기술 보수교육 교육훈련비

- - 세금과공과 기타비용
출장여비 -
회의비 소각시설관련회의등 회의비
사무용품비 사무용 소모품 소모품비
급량비 식대 급량비

통신 및 우편비 전화, 우편 등 여비·교통비·통신비
홍보비 소각시설 홍보 - 변동비이전
교통보조비 차량 유지비 교통보조비
기타비용 기타비용

변

동

비

⌢

정

산

︶

시

설

운

영

비

시설 및 장비유지비 예비부품, 수선비 등

시

설

운

영

비

유지관리비
정기유지보수비용 전력비

전기비 연료비
연료비 약품비
약품비

용수비
용수비

재처리비재처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측정 및 검사수수료

홍보비 고정비에서- -
기타비용기타비용

기

타

비

용

이

윤

및

제

세

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일
반
관
리
비

및

이
윤

일반관리비

이윤

기술료 기술의사용및대가 - 삭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기타 제세공과금 하수도세,면허세 등 - 관리비 이동

손해배상보험료 신설

환경책임보험료 신설

폐열활용 인센티브 폐열활용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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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인건비 분개규정 삭제

2018년 개정에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개인 인

건비 계상 산정절차 및 산정방법’의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 노임단가에

대한 다음의 분개 규정의 내용을 삭제하였다.

∙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 노임단가는 기본급·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

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으로 분개하여 해당 등급별 기본급 일급여 산정

∙ 기본급과 일급여 산정 시 상여금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

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본급의 400% 지급기준으로 분개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기본급 일급여와 상여금을 더하

여 년 1/12의 충당기준으로 분개하며, 기타 보험료 및 연금 등을 관계

법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하여 분개

∙ 기본급 : 분개된 기본급 일급여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

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산정된 근무일수와 곱하여 월기본급을

산정하고, 월기본급에 12개월을 곱하여 년간 기본급 산정

∙ 상여금 : 기본급의 400% 지급기준으로 년간 상여금 산정

∙ 퇴직급여충당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기본급+각종수당+상여

금)을 년간 합계한 후 12분의 1로 나누어 산정

∙ 각종수당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수행한 경우, 이에 따른

수당은 기본급 일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할증율 등을 적

용ㆍ산정하여 지급

2.7.6 소각시설 기본구성인원 개정

인건비는 기본인원에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기본인원은 소각시설 48톤/1기

를 기준의 예시된 기본인원에 소각시설의 용량 및 설치기수에 따라 구성인원

을 산정하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3조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해당의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6 -

2021년 3월 개정된 소각시설 운영비 지침은 2018년 두 번째 개정과

비교할 때 된 용역원가계산서의 변동은 없다. 다만, [표 2-14]와 같이 정

비 및 실험팀의 인건비 산정 구성원 1명을 추가와 소각시설 설치기수와

용량 따라 기본 인원 구성을 구체화하였다.

[표 2-1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인원 구성

구

분

인 원 임 무 인 력 수 준

변경전변경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계 36 37

소 장 1 1
소각장

총괄
좌동 특급기술자

관리팀 3 3

팀장,

총무,

경리

각1명

팀장 1명

고급기술자,

기능사
고급기술자,

총무,

경리

각1명

운전팀 21 21

팀장,4조3교

대(1조5명 :

조장, 중앙

제어실,소

각, 배가스

처리, 크레

인각1명)

팀장 1명 고급기술자

4조(1조5

명 : 조장,

중앙제어실,

소각,배가

스처리,크

레인각1명)

고급기술자중/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사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초급숙련

기술자 이상

정비
및

실험팀
6 7

팀장 및

실험 각1

명, 기계

정비, 전

기정비 각

2명

팀장및 실

험 각1명,

고급기술자

중/초급기술자

또는기능사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기계정비,

전 기정비

각2명

교대/대체

근무 1명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초급숙련기술자

이상

기타 5 5

경비 3명,

청소원

1명,

반입장

1명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좌동



- 37 -

[표 2-1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량별 기본인원 구성

소각시설
시설용량별 기본 인원 구성(톤/일, 명)

48 50 100 150 200 250 300 400

설치기수

1기 37 37 43 43 43 47 49 49

2기 - - 51 55 61 61 65 69

3기 - - 65 65 73 77 77 81

[표 2-1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량별 계열화 기본인원 구성

소각
시설
(톤/일)

설치
기수

총시설
용량
(톤/일)

기본 인원 구성

계 소장 관리
팀

운전
팀
(4조)

정비
및

실험팀
기타

48 1기 48 37 1 3 21 7 5

50 1기 50 37 1 3 21 7 5

100

1기 100 43 1 3 25 9 5

2기 200 51 1 3 33 9 5

3기 300 65 1 3 45 11 5

150

1기 150 43 1 3 25 9 5

2기 300 55 1 3 37 9 5

3기 450 65 1 3 45 11 5

200

1기 200 43 1 3 25 9 5

2기 400 61 1 3 41 11 5

3기 600 73 1 3 53 11 5

250

1기 250 47 1 3 29 9 5

2기 500 61 1 3 41 11 5

3기 750 77 1 3 57 11 5

300

1기 300 49 1 3 29 11 5

2기 600 65 1 3 45 11 5

3기 900 77 1 3 57 11 5

400

1기 400 49 1 3 29 11 5

2기 800 69 1 3 49 11 5

3기 1200 81 1 3 6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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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경비

20218년 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경비

는 관리비와 시설운영비로 구분하고, 전자는 복리후생비, 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교육비, 세금과 공과, 회의비, 소모품 비용, 급량비, 여비·

교통비·통신비, 교통보조비, 기타비용 등이고, 후자는 유지관리비, 전력

비, 연료비, 약품비, 용수비, 재처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홍보비,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2.7.7.1 지자체 직접집행과 수탁운영자 집행

20218년 3월 개정「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특징은

개․보수공사, 용역 및 기자재, 물품 등의 구입 시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거나, 수탁운영자가 집행하도록 할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방법) 등을 준용하도록 운영계약서 등

에 명기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로 규정되어 있다.

2.7.7.2 전력비

운영비 원가에 포함된 전력비는 한국전력공사의 원격 검침과 자동계

산프로그램으로 계상되어 청구되고, 수탁운영자가 납부하고 있다.

2.7.8 기술료 삭제와 비목 변경

20218년 3월 개정「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또 하나

특징은 관리비의 홍보비를 시설운영비로 분류하고 기타비용의 기타 제세

공과금을 세금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술료를 삭제하였다.

2.7.9 일반관리비율 계상 적용대상 개정

2018년 3월 개정「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세 번째

특징은 운영비 항목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설정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대한 제1항 17호 기타용역(6%)에 근거로 규정하였고, 2021년 3월 시

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같은 규칙 제1항 13호 9%)으로 그 대상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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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개정된 지침은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와 동일함)에 따라 ‘인건비와 관리비 합계금액’

의 9% 이내로 개정하였다.

2.7.10 이윤율 계상 적용대상

이윤은 ‘인건비와 관리비 합계금액’과 일반관리비를 더한 비용의 10%

이내에서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2.7.11 소각시설운영지침 규정 사항 외의 기준

국가․지방계약법의「예정가격작성요령」적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예정가격작성기준」도 동일하게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

우 해당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8년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노무

비(인건비) 단가만 규정하고 나머지 항목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가계

약법 기획재정부「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발주하는 지자체는 지방계약법의「예정가격작성 요령」으로 기초

예정가격 원가산정을 한다.

2.7.12 인센티브

운영비 외의 손해배상보험료, 환경책임보험료 별도의 항목은 사정(査

定)하여 책정 및 폐열활용에 대한 수탁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열

및 전기 판매량 증가의 동기부여와 시설운영비 책정에서 절감한 20∼50%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2.7.13 소각시설 운영 용역에 대한 성격

본 연구 대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는「예정가격작성기준」

과「예정가격작성요령」에서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에 따라 폐기물관

리법에 규정된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적

용한다. 다음에서 소각시설 운영 근로자 엔지니어링 업무 해당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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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소각시설 운영 근로자 관련 국가계약법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통계법

제15조, 제18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

(실태조사 등)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20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의 엔지니어링

활동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으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

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과 이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의되어 있다.

2.7.1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기물처리용역은 입찰을 주관하는 조달청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1항에서 일반용역으로 구분하고, 환경의 엔지니

어링기술부문은 ‘폐기물처리’에 속하며, 엔지니어링활동분류에서 기타사

항에 포함되어 있으나, [표 2-17] [표 2-18] 소각시설 운영 포함을 명확

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2-17] 엔지니어링기술부문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기계/설비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차량, 용접, 금형), 설비부문(설비)

전 기 전기부문(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정보통신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건 설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

환 경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원 자 력 원자력부문(원자력·방사선관리, 비파괴검사)

기 타

선박부문(조선), 항공우주부문(항공), 금속부문(금속), 화학부문(화공),

광업부문(자원관리, 광해방지), 농림(농림, 시설원예), 해양·수산(해양),

산업부문(생산관리, 포장·제품디자인, 산업안전, 소방·방재, 가스, 섬유,

나노융합, 체계공학, 프로젝트매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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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엔지니어링활동분류

구분 기술부문(전문분야)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 핵연료, 방사선 관리등 원자력산업분야의 엔지니어링활

동을 말함.

산업공장

화학비료공장, 무기 약품공장, 유기화학제품공장, 연료 및 윤활유공장,

펄프ㆍ제지공장, 고분자제품공장, 전기화학공장, 요업공장, 기계공장, 금

속공장, 전기ㆍ전자공장, 섬유공장, 수력ㆍ화력 등 발전소 및 송배전설

비에 관한 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함.

건 설

토질 및 기초,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교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도

시계획, 조경, 건설안전, 화약류관리,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질 및 지반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함.

기 타

상기 3개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 선박, 항공우

주, 금속, 전기ㆍ전자, 통신ㆍ정보처리, 화학, 섬유, 광업자원, 환경, 농

림, 해양ㆍ수산, 산업관리, 응용이학 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함.

2.8 예정원가 낙찰율과 산출내역서 작성 및 매가인하전략 이론

2.8.1 국가계약법 원가의 100분의 98이하 낙찰자 선정금지

2020년 5월 27일 개정된 국가계약법의 제10조 3항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자와 국가에 가장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은 물론 이론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원가(Cost)로 정의되

어 있다. 가계약법은 원가의 98%이하의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할 수 없도

록 규정된 것이므로 국가기관 발주 사업의 입찰예정가격을 원가로 결정하는

경우,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구매와 용역도 형평성과 일관성 차원에서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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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매가인하전략 낙찰율 적용이론

매가인하전략의 이론에서도 [그림 2-6]와 같이 1단계 이윤율(10%)을

포기하고 2단계 일반관리비율(3%), 3단계로 간접비를 조정한다.

[그림 2-6] 매가인하전략 낙찰율 적용

2.8.3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산출내역서 작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최저낙찰하한율(87.995%)은 국가

계약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8.4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산출내역서 작성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의 제21조처럼 낙찰자

의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

하고,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

적으로 균등배분’하는 것은 매가인하전략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표준계약서 붙임의 산출내역서는 비록 내역입찰로 체결된 계약

이 아닐지라도 계약서의 붙임 문서이고,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타계약내용변경 등

으로 인한 세 가지의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필수적인 계약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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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Ⅲ.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산정의 문제점

3.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 현황

2020년 12월 환경부와 환경공단 폐기물처리사업 설치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은 48톤/일

이상의 운영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명분에서 170 개소를 전문업

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48톤 미만의 작은 용량과 회분식시설만 직영

하고 있다.

[표 3-1] 소각시설 규모 현황

구 분 시설수(개소) 시설용량(톤/일) `19년 소각량(톤/년)

총 계 445 38,613.4 9,040,712.9

공공처리시설 180 18,609.0 4,599,617.0

자가처리시설 142 8,336.7 1,110,227.5

중간처분업체 123 11,667.7 3,330,868.4

2020년 12월 환경부와 환경공단 폐기물처리사업 설치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57,961톤/일으로

전년(56,035톤/일) 대비 3.4% 증가하였다.

출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9년도)

[그림 3-1] 생활폐기물 발생량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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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운영비 산정기준과 적용실태

3.2.1 국가·지방계약법 계약예규와 정부합동부처 훈령

소각시설 위탁 운영용역원가산정은 [그림 3-2]과 같이 국가·지방계약법

에 따른「예정가격작성기준」과「예정가격작성요령」에서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계약법

국가·지방

「지침」 규정 외
「예정가격작성기준」

용역비 산정기준
주무관청(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예정가격작성기준·요령 및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림 3-2] 폐기물관리법과 국가․지방계약법령의 지침

폐기물처리용역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용역분류와

조달청의「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 제1항에서 일반용

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2018년 3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

침」개정으로 일반용역「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3.2.2 지침의 성격

2018년 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위탁

운영에 대한 예정가격의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을 종전과 달리 규정하면서

지침의 성격을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보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이 있

을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정하고 있다.

2020년 수행된 두 사례 중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

침」의 항목과 달리 문제점으로 삭제된 종전 대분류 항목 구성 산정 사례

는 지침의 성격에 대한 왜곡된 집행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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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운영비 용역원가산정 지침에 대한 문제점과 판례의 시사점

예정원가(Predetermined Cost)와 실제원가(Actual Cost)의 차이는 불가

피하고, 소각시설 기본인원 산정과 인건비 단가 적용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문제로서 법정에서 확인되었으며, 소각시설 운영 계약내역서의 고정비

와 변동비 구분은 사정기관 감사 지적으로 인한 예산낭비 유발요인과 과

계약분쟁 사건으로 비화된 바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체결하지만, 고정비(비

정산)로 항목을 분류할지라도 민법의 사정변경원칙에 따른 국가․지방계

약법은 계약금액조정을 할 수 있다. 고정비(비정산)와 변동비(정산) 구분

삭제는 인건비 법정분쟁이 주된 요인이었고 개선책이다.

대법원 판례는 국가와 정부 계약에서 확정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라도 민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설계변견경이나 물가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경우

조정될 수가 있지만, 그 절차와 조정의 세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 낙찰자 산출내역서 조정은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

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

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배분’하도록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지

만, 지방자치단체의 계약관행은 낙찰율 이유로 원가산정에서 종전 인건비

산정의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 고정비(비정산)와 변동비(정산) 구분의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 은

삭제되었고, 시설운영비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산정하지 않은 산정은 지침

보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에 대한 왜곡이다.

셋째, 전력비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운영비 표

준구성 항목의 원가이지만, 지자체의 직불 전환의 집행 사례는 개정 지침의

성격에 따른 지침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넷째, 경비 중 시설운영비의 지자체 직접집행과 위틱운영자 집행의

선택과 결정은 수탁운영자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소각시설 운영인

력 기술수준과 인원구성으로 수행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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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자체의 위탁용역운영비 산정의 문제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은 인건비와 전력비 및 시설운영비 등이다.

3.3.1 인건비

2017년 11월 9일 서울시 노조 측의 자원회수시설 직영에 대한 청와대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자회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 강남 , 노원, 마포 ,양천, 은평

• 작업환경: 냄새, 고온소각, 유해물질 등으로 3D업종

• 최저가 입찰과 2007년 공무원 입찰 비리

• 2015년 4월 서울시 감사 인건비 부풀려 과다계상, 실제지급 최저임금

• 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지침 엔지니어링 산업현장 높은 노임단가 적용

• 고정비(인건비) 부풀려 다른 용도 전용 합리화 위해 변칙적 운영

• 13년간 같은 회사 운영 연차 인정 부적정

• 근로자 채용 비리: 공무원과 친인척 및 무자격자 채용

• 소모약품 및 화학제 임의 사용

• 창고 사용 임대료 착복

[그림 3-3] 서울특별시 소각시설근로자 청와대 청원(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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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인원 산정은 서울특별시 노원·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실태 감사결

과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운영인원 산정기준 부재

[그림 3-4] 노원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실태 감사결과. 감사위

원회(감사담당관)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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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인건비 지급액과 실제집행액의 차이

2015년 9월10일∼10월15일(기간 중 20일)간 노원자원회수시설, 양천자

원회수시설 감사결과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인건비 원가산정액과 실제

집행액과 차액은 지속적으로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 이후 자원회시수설 운영을 위한 지급한 비정산비 중 인건비와

경비 등 시설운영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급한 직접비용액과 수탁기관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 간에 [그림 3-5]와 같이 잔액이 발생되었다.

이와 같은 집행의 약 10억원(1,033백만원)정도의 차액에 대해 사정기

관의 판단은 비정산비 특성상 이에 대한 환수가 불가하여 이 같은 금액

이 수탁기관에 귀속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협약상보장된 이윤 외에 수탁

기관에 추가적인 이익으로 처리되었다.

[그림 3-5] 인건비와 경비의 집행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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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서울특별시 건의

2015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그림 3-6]의 건의문은 20여년 소각시설

운영의 소각시설기술 일반화와 관리비 일부 정산을 건의하고 있다.

[그림 3-6] 서울특별시 건의(20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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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대법원 판례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 판례는 전문기관 용역계약으로 산정하여

계약 체결된 2016년 사무 감사결과 비정산비용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명

목의 금액 중 계약금액 중 미집행 912,000,000원 회수조치에 대한 부당이

득 분쟁의 쟁점은 [그림 3-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원과 노임단

가 차이로 확인되었다.

[그림 3-7] XX시 계약분쟁 판례의 쟁점(2019.10.17.)

<시설개요>

- 시설용량 100톤×2기 24시간 연속용융식

- 설비 : 200톤/일(100톤 × 2기)

- 가동 : 1호기 37.14톤/일, 2호기 39.1(톤)

[그림 3-8] XX시 처리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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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건은 인원산정과 노임단가 차이에 기인하며, 생활폐기물소각지

침에 규정된 기본인원 48명 기준으로 산정된 인원수량과 인건비 단가 적

용에 대한 위탁운영사의 조정 운영과 인건비 차이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 42명의

예정인원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위·수탁 협약으로 체결된 계약이지만,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수탁사의 최소인원을 투입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이다.

미집행 원인은 운영 인원수의 경우,「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

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인원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면 용역비의 용

역원가를 산정한 전문용역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판부에서 전

문용역업체의 과다계상 책임으로 판시하고 있지 않았지만, 판시는 지침에

서 정한 기본인원 적용에 대한 문제점까지 심리되지 않았다.

기본인원은「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타당성을 통해

서 가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법정분쟁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지도 않

았으므로 판시된 내용에서도 볼 수 없지만, 2021년 3월 개정된 지침은 20

여년 운영되어오면서 인원 부족 건의나 이슈화된 적이 없는데도 2021년

3월 개정된 지침은 팀장급 1명을 추가하고 있다.

합리적이지 못한 기본인원 기준의 인원수 산정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탁운영자의 최적 투입인원보다 발주처의 기본인원만을 주장으로 합리적

이지 못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부정․부패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

2021년 3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개정은 대법원

판례와 무관하지 않은 개선책이고, 48톤 규모 소각시설 용량별 기본 인원

36명에 1명을 추가한 37명으로 용량별 구성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

량별 계열화 인원구성원의 기본인원을 늘렸지만, 이러한 기준의 인원수

규정은 각각 상이한 시설과 전문용역업체의 기술력 및 운영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노무비 단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본질적

해소책보다 효율적 운영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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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는 [그림 3-9]와 같이 매년 공

표되고 있다. 기술용역 노임단가의 조사양식은 기본급을 구분하여 조사하여

보험료까지 포함된 총액만 발표하고 기본급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림 3-9]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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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과 조달청의 적격심사기준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을 일

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사노임과 제조노임의 경우, 기본급만 발표하여 상여금과 퇴직금을 별

도 계상하도록 기본급만 발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매년 한

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다음과 다음 [표 3-2]와 같이 조사하여 엔지니어

링부문별 총액의 노임만을 공표하고 있다.

[표 3-2]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조사 양식

구분

등급

대상

인원

기본

급여

(ⓐ)

제수당

(ⓑ)

월간

상여금

등(ⓒ)

월간

퇴직급여

충당금(ⓓ)

월간사회보

험료(사업자

부담분)(ⓔ)

합계

(ⓕ=ⓐ~ⓔ

)

기술사 명 원 원 원 원 원 원

특급기술자 명 원 원 원 원 원 원

고급기술자 명 원 원 원 원 원 원

중급기술자 명 원 원 원 원 원 원

초급기술자 명 원 원 원 원 원 원

고급숙련기술자 명 원 원 원 원 원 원

중급숙련기술자 명 원 원 원 원 원 원

초급숙련기술자 명 원 원 원 원 원 원

3.3.1.5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분개의 문제

2018년 3월 개정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분개 근거는 삭제되었다.

입찰 「예정가격작성기준」과 「예정가격작성요령」의 원가계산에서 인

건비 계상은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을 구분하여 계상하고 상여금을 400%이

상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상여금을 600%이상으로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적

용할 수가 없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조사한 기관을 통해서 기본급 확인

할 수밖에 없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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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노임단가 분개 산정 사례

2018년 3월 26일「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개정하면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분개규정을 삭제하면서 노임단가 적

용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역산의 강제적인 불합리한 분개규정을 시행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두 사례는 아래 [표3-3]과 [표 3-4]와 같다.

[표 3-3] 노무비 산출표                
                                                     단위: 원   

통합환경관리인 초급기술자 1                  4,056,859          48,682,308               

77,644,440               

환경관리(수질, 대기) 중급기술자 2                  4,615,187          110,764,488             

13                560,346,516             

구분 적용등급 인원수 1인당 월 금액 연간 금액

77,644,440               

경리/회계 초급기술자 1                  3,525,614          42,307,368               

소장 특급기술자 1                  5,463,206          65,558,472               

관리팀장

42,307,368               

자재관리 중급숙련기술자 1                  3,501,639          42,019,668               

외주수선/조경 초급기술자 1                  3,525,614          42,307,368               

총무/노무 초급기술자 1                  3,525,614          

42,307,368               

36,735,792               

홍보 초급기술자 1                  3,525,614          42,307,368               

계근장 단순노무종사원 1                  3,788,884          45,466,608               

청 소 ( 소 각 동 ,  M BT동 ,  관 리 동 ,  외 곽 ) 단순노무종사원 4                  3,061,316          146,943,168             

안전/소방/건축물 초급기술자 1                  3,525,614          

운
전
팀

운영팀장 고급기술자 1                  6,470,370          

반입장/세차장 단순노무종사원 1                  3,061,316          

실험실 초급기술자 1                  4,056,859          

4                  4,225,086          

소계 31                

관
리
팀

고급기술자 1                  6,470,370          

소계

48,682,308               

고형화처리시설 중급숙련기술자 2                  4,029,274          96,702,576               

202,804,128             

보일러 초급기술자 4                  4,225,086          202,804,128             교
대
조

조장 중급기술자 4                  4,806,565          230,715,120             

중앙제어실 초급기술자 4                  4,225,086          

연소가스 초급기술자 202,804,128             

크레인 중급숙련기술자 4                  4,196,356          201,425,088             

순/폐수처리장 초급기술자 4                  4,225,086          202,804,128             

1,625,832,840          

55,382,244               

일반기계, 용접/제반 고급숙련기술자 2                  4,385,392          105,249,408             
정
비
팀

정비팀장 고급기술자 1                  6,470,370          77,644,440               

기계공무조장 중급기술자 1                  4,615,187          

제반정비공무 중급숙련기술자 1                  4,029,274          48,351,288               

전기공무조장 중급기술자 1                  4,615,187          55,382,244               

합계 53            2,698,996,860     

전기, 계측제어 고급숙련기술자 2                  4,385,392          105,249,408             

소계 8                  447,259,032             

출처: XX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20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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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명: XX군 2020년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

NO 품        명 규         격 단위 인원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노 무 비

가 직 접 노 무 비 690,478,548

(1) 소 장 고 급 기 술 자 M/M 1 12 4,964,587 59,575,044

(2) 관 리 팀 장 중 급 기 술 자 〃 1 12 4,004,943 48,059,316

(3) 운 전 반 장 중 급 숙 련 기 술 자 〃 4 12 3,766,151 180,775,248 4조 3교대

(4) 소 각 로 운 전 원 초 급 숙 련 기 술 자 〃 4 12 3,409,649 163,663,152 4조 3교대

(5) 크 레 인 운 전 원 초 급 숙 련 기 술 자 〃 4 12 3,409,649 163,663,152 4조 3교대

(6) 정 비 원 초 급 숙 련 기 술 자 〃 1 12 3,165,530 37,986,360

(7) 경 리 단 순 노 무 종 사 원 〃 1 12 3,063,023 36,756,276

나 간 접 노 무 비 원/식 1 1 - -

소 계 원/식 1 - 690,478,548

[표 3-4] 인건비 산출표(XX군 사례)

출처: XX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원가산정 재구성 2020.3.

3.3.1.7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상여금 문제점

소각시설 근로자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해당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도 있지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400%이상 상여금이 계상된 총

액으로 발표되어 적용할 수가 없다.

3.3.1.8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의 차이

소각시설별 적용된 분개된 노임단가의 경우, XX시와 XX군의 차이가

있다. 고급기술자의 경우, XX군은 4,964,587원으로 산정하고, XX시는

6,470,370원으로 산정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문제 삼을 수

는 없다.

XX시의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계상하여 XX군과 노임단가는 30%

(1,505,783원/월)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기본급도 XX군은 2,820,755원으

로 산정하였는데, XX시의 경우 3,284,996원으로 16.45%(464,241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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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노임단가 분개에 대한 문제점

2018년 3월 용역비 산정은 기술용역에서 일반용역으로 개정되었지만

다음의 [표 3-5], [표 3-6], [표 3-7]처럼 보험료까지 포함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노무비 단가를 강제적 역산 분개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고급

기술자의 경우, XX시와 XX군의 1,505,683원/월의 차이는 비록 연장근로

적용의 여부로 인한 차이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표 3-5] 단위당 노무비 산출표(고급기술자)

기
준
단
가

일급 149,318                          고급기술자

시급 18,664                            일급 ÷ 8시간

통상 시급 20,956                            (기본급+상여금)÷209시간

구분 관리팀장 비고

통상시급×시간×50%

연차수당 209,560                          통상시급×8시간×15일÷12개월

소계 1,592,656                       

1
인
당
 

월
 

노
무
비

기본급 3,284,996                       일급×264일÷12개월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1,383,096                       통상시급×44시간×150%

야간근로수당 -                                     

합계 6,470,370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 1,094,998                       기본급×400%÷12개월

퇴직급여충당금 497,720                          (기본급+제수당+상여금)×100%÷12개월

출처: XX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2020.08. 재구성

[표 3-6] 직종별 기본급 계산표(XX군 사례)
과업명: XX군 2020년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

구     분

비     목

16,229               

129,832             시간급×8시간

2,820,755          기본일당×5일/주×(365일÷7일)÷12월

주 휴 수 당 564,151 시간급×일 근무시간 × (365일÷7일)} ÷ 12월

연 차 수 당 257,538             통상임금×8시간×56일÷36월(3년)

휴 일 근 무 수 당 -                      

야 간 근 로 수 당 -                      

소 계 821,689             

940,252             기본급여×400%×1/12

4,582,696          

381,891             (기본급+제수당+상여금)×1/12

4,964,587          

퇴 직 금

소 계

표 준 월 보 수 액

제
 

수
 

당

시 간 급

기 본 급 여

기 본 일 당

상 여 금

소장
(고급기술자) 산     출     내     역

출처: XX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원가산정 재구성 2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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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엔지니어링 직종별 인건비 단가 분개표

                                                                  (단위: 원)

구 분
고급기술

자

중급기술

자

기술자
산  출  내  역

중급숙련 초급숙련

시    간    급 16,229 13,092 11,430 10,348 　

기  본 일  당 129,832 104,736 91,440 82,784  시간급×8시간

기  본 급  여 2,856,304 2,304,192 2,011,680 1,821,248  월 22일

제

수

당

주휴수당 564,151 455,103 397,329 359,716 기본일당×365일÷7일÷12월

연차수당 209,210 168,770 147,350 133,400  기본일당×15일÷12월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소        

계
773,361 623,873 544,679 493,116 　

상   여   금 952,101 768,064 670,560 607,083 기본급여×400%×1/12

퇴    직    금 381,814 308,011 268,910 243,454 (기본급+제수당+상여금)×1

/12

인건비 소계(1) 4,963,580 4,004,140 3,495,829 3,164,901 　

보

험

료

건강보험 147,991 119,385 104,229 94,363 보험료배부대상×3.12%

노인장기요양보

험
12,594 10,160 8,870 8,030  건강보험료×7.38%

국민연금 206,179 166,326 145,211 131,465  보험료배부대상×4.5%

산재보험 66,436 53,594 46,790 42,361 보험료배부대상×3.15%

고용보험 41,236 33,265 29,042 26,293  보험료배부대상×0.9%

임금채권보장보

험
2,749 2,218 1,936 1,753 보험료배부대상×0.06%

보험료

소계(2)
477,185 384,948 336,078 304,265 엔니지어링단가에 포함　

합 계(1+2) 5,440,765 4,389,088 3,831,907 3,469,166 M/M

분개단가 247,308 199,504 174,178 157,689 M/D

ENG협회발표단가 247,322 199,510 174,180 157,690 M/D

주) 1. 엔지니어링 직종별 기본급 계산표 합계액 ≒ 등급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22일

2. 보험료 배부대상: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

출처: XX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원가산정 재구성 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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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0 노임단가의 제수당

고급기술자의 경우, 위의 [표3-6] XX군 엔지니어링 직종별 인건비 단가

분개표와 [표3-8]의 인건비와 보험료를 합한 계상은 월 기준 5,440,765원

과 5441,095원으로 비슷하다.

[표 3-8] 단위당 노임단가 추정표

(단위 : 원)

제수당(연차수당)

상여금

추정 기본단가(원/일)

일 단가 247,322       

137                  

고용보험

469,044           

보
험
료

(기본급+제수당+상여금)×4.5%

4,972,055         

206,531           

153,062           

42,683             

48,190             

월 노무비 ÷ 22일

소계

합계 5,441,099         

임금채권보장보험

석면피해구제분담금

2,753               

산출기준

공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기본급 추정

통상시급 (기본급+상여금)÷209시간

구   분 고급기술자

149,319           

20,957             

(기본급+제수당+상여금)×3.335%

(기본급+제수당+상여금)×0.93%

(기본급+제수당+상여금)×1.05%

건강보험료×10.25%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6%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3%

인
건
비

추정 기본단가 × 22일

통상시급×8시간×15일÷12개월

기본급×400%÷12개월

(기본급+제수당+상여금)×100%÷12개월

3,285,015         

209,570           

1,095,005         

기본급

노인장기요양보험 15,688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

소계

382,465           

 출처: XX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20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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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1 노임단가 낙찰율 적용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3D업종이지만, 2018년 3월의「생활폐기물 소각시

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개정에서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호의 기

타 용역: 100분의 6으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지 않

았다.

2021년 3월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개정에

따라「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할 경우 ‘예정가격의 87.995%

이상’을 근거로 실제관행은 예정가격의 노임단가에 12%정도까지 감액하여 계

약체결 후 이를 근거로 위탁경영수탁 낙찰자는 근로자와 임금협상 시 최저

낙찰하한율로 예정가격의 노임단가보다 12%정도 감액을 전제로 협상과 이

러한 이유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관행처럼 산정하고 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의 내역입찰 제21조제2항의 낙찰자

의 산출내역서 조정은 ‘증감된 차액부분에 대하여는 간접노무비, 일반관리

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되, 동 비목의 금액이 관련규정상의 기준

한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른 비목에 균등배

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2조의5 제1호에서 영 제42조제

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공사 예정

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입

찰 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3.1.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적용대상

2018년 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일반

관리비율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서 일반관리비율의 적용을 기타용역

의 100분의 6 적용으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었다. 2021년 3월 개정된 지침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항 13호의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

의 9 개정으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적용대상에 해당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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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경비

2018년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이 지침

보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의 성격을 특정하고 있다.

XX시의 사례에서 경비 산정은 관리비와 시설운영비로 구분히여 시설

ㆍ장비유지비 및 정기 유지 보수비 등’ 및 연료비, 약품비 등에 대한 분

류와 산정에서 위탁자의 노무비(인건비) 단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첫째, 사정기관 감사와 대법원 판례로 확인되어 삭제된 고정비(비정산)

과 변동비(정산) 대분류 산정방법 시행

둘째, XX시의 사례처럼 연간 총괄원가의 인건비와 관리비보다 많은

56.74% 달하는 53억원 정도의 시설운영비의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원가

계산의 단위가격을 적용하지 않은 산줄내역서의 산정과 기형적 집행

셋째, 원가로서 당연히 계상되어야 하는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을 계상하

지 않은 합리성이 결여된 계상방법

3.3.2.1 관리비의 소모품비 산정

경비 중 관리비의 소모품비는 재료비 성격이므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재료비로 계상하지 않고「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

출 지침」을 근거로 경비로 계상할 경우 불합리한 계상으로 지적될 수 있다.

3.3.2.2 시설운영비의 고정비와 변동비 구분의 산정

고정비(비정산)는 계약금액조정의 분쟁 유발 가능성과 인건비보다 많은

경비 시설운영비는 지침의 직접집행 규정 위반이며 ‘지침의 성격’을 왜곡한

시행이다.

재료비 성격의 단위가격은 모호한 단위가격 적용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 및 경비는 원가이므로 당연히 계상되어야 하는 일반관리비율과 이윤

을 계상하지 않은 불합리한 산정방법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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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시설운영비의 변동비 분류 산정

전력비는 공사․제조 원가산정처럼 경비에 포함된 계상의 원칙과 달

리 별도의 직불제 시행은 2018년 3월 개정된 ‘지침의 성격’을 근거로 시

행된 지침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다. 시설운영비를 [표 3-9] 처럼 삭제

된 변동비로 구분하고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하지 않은 계상방법은

불합리한 산정과 시행이다.

[표 3-9] XX시 지침 개정 후 시설운영비 집행 사례

과업명: XX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 (300톤/일) PRICE YEAR : 2020.8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차이(A-B) 재료비 성격

직 접 노 무 비 2,698,996,860            2,698,996,860            

일 용 노 무 비

소 계 (1) 2,698,996,860            2,698,996,860            

보 험 료 254,612,820               254,612,820               

복 리 후 생 비 134,653,000               134,653,000               

안 전 관 리 비 37,037,400                 37,037,400                 

교 육 훈 련 비 4,948,800                   4,948,800                   

여 비 교 통 통 신 비 14,863,200                 14,863,200                 

소 모 품 비 8,628,000                   8,628,000                   

소 계 (2) 454,743,220               454,743,220               

3,153,740,080            3,153,740,080            

189,224,404               189,224,404               

334,296,448               334,296,448               

367,726,093               367,726,093               

4,044,987,025       4,044,987,025       

유 지 관 리 비 1,377,690,902            1,377,690,902            

전 력 비 1,699,163,380            1,699,163,380        

약 품 비 481,373,463               481,373,463               

재 처 리 비 2,126,494,250            2,126,494,250            

측정 및 검 사수 수료 100,709,612               100,709,612               

홍 보 비 53,979,937                 53,979,937                 

기 타 경 비 682,816,775               682,816,775               

소 계 (3) 6,522,228,319            4,823,064,939            1,699,163,380        

652,222,832               482,306,493               

7,174,451,151       5,305,371,432       1,869,079,719   

11,219,438,176     9,350,358,457       1,869,079,719   

시
설
운
영
비

합 계

관
리
비

인
건
비

총괄원가

고
정
비

변
동
비

변동비 계

부 가 가 치 세 (10%)

전력비 포함(A) 전력비 별도(B)                              구분
 비목

부 가 가 치 세 (10%)

고 정 비 계

일 반 관 리 비 (6%)

이 윤 (10%)

출처: XX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20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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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시설운영비-전력비 직불

2020년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안으로 발주처의 전력비 직불할 경우 [표

3-10]와 같이 약 1.4%(연간 27,000,000원) 정도의 운영비 원가절감을 거둘 수

있다.

[표 3-10] XX군 지침 개정 후 시설운영비 집행 사례

과업명: XX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 (25톤/일) PARICE YEAR : 2020 (단위: 원/식)

비   고

금 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재료비 성격

직 접 인 건 비 690,478,548 44.92 690,478,548 49.81

간 접 인 건 비 0 0

690,478,548 44.92 690,478,548 49.81

복리후생비 35,592,880 2.32 35,592,880 2.57

보험료 65,118,524 4.24 65,118,524 4.70

안전관리비 6,317,184 0.41 6,317,184 0.46

교육훈련비 719,350 0.05 719,350 0.05

출장여비 480,000 0.03 480,000 0.03

회의비 400,000 0.03 400,000 0.03

통신비 1,975,275 0.13 1,975,275 0.14

사무용품비 3,350,730 0.22 3,350,730 0.24 3,350,730 

교통보조비 14,175,000 0.92 14,175,000 1.02

유지관리비 184,723,478 12.02 184,723,478 13.33

전력비 150,893,091 9.82 0.00 150,893,091

연료비 9,043,500 0.59 9,043,500 0.65 9,043,500 

약품비 72,153,018 4.69 72,153,018 5.20 72,153,018 

재처리비 189,805,500 12.35 189,805,500 13.69

측정 및 검사수수료 111,942,955 7.28 111,942,955 8.08

홍보비 0 0.00 0 0.00

기타 0 0.00 0 0.00

846,690,485 55.08 695,797,394 50.19

1,537,169,033 100.00 1,386,275,942 100.00 150,893,091 84,547,248 

92,230,141 83,176,556 9,053,585 (노무비+경비)×6%

162,939,917 146,945,249 15,994,668 (노+경+일)×10%

1,792,339,091 1,616,397,747 175,941,344

179,233,909 161,639,774 17,594,134

2,909,400 2,909,400

165,982,400 -165,982,400 부가세 포함 10%

1,974,482,000 1,946,929,000 27,553,000 천단위 이하 절사

7,875 7,875 7,875 25톤/일, 315일 기준

250,728 247,229 3,499

인건비

시

설

운

영

비

전력비 포함(A) 전력비 별도(B) 일반관리비 및 이

윤

차이(A-B)

단 위 당 원 가 ( 원 / ㎥ )

일 반 관 리 비

이 윤 ( 10% )

부 가 가 치 세 ( 10% )

처 리 량 ( ㎥ )

총 합 계

환 경 책 임 보 험 료

전 력 비

총 원 가

경

비

소         계

관

리

비

순 용 역 원 가

                                   구분
 비목

소         계

출처: XX군 2020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원가산정 2020.3.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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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시설운영비와 적용단가

[표 3-11] XX시 사례에서 용역비의 원가이지만 전력비를 제외한 직불제

시행은 지침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집행이지만, 2018년 3월 개정에서 삭

제된 대분류의 고정비와 변동비 구분은 지침의 성격을 왜곡한 시행이다.

2018년 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과 달리 [표 3-11]처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고, 일반관

리비 및 이윤을 전자는 계상하고 후자는 계상하지 않았다.

[표 3-11] XX시 사례

(단위 : 원)

%

28.87        

-              

28.87        

2.72          

1.44          

0.40          

0.05          

0.16          

0.09          

4.86          

33.73        

2.02          

3.58          

3.93          

43.26    

14.73        

5.15          

22.74        

1.08          

0.58          

7.30          

51.58        

5.16          

56.74    

100.00   

용역명 : XX시 2020년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금액 비고

부 가 가 치 세 (10%) 482,306,493            

기 타 경 비 682,816,775            

소 계 4,823,064,939         

53,979,937              

측 정 및 검 사 수 수 료 100,709,612            

총 괄 원 가 9,350,358,457    

변 동 비 계 5,305,371,432    

변
동
비

시
설
운
영
비

유 지 관 리 비 1,377,690,902         

약 품 비 481,373,463            

재 처 리 비 2,126,494,250         

홍 보 비

부 가 가 치 세 (10%) 367,726,093            

고 정 비 계 4,044,987,025    

일 반 관 리 비 (6%) 189,224,404            

이 윤 (10%) 334,296,448            

소 계 454,743,220            

합 계 3,153,740,080         

여 비 교 통 통 신 비 14,863,200              

소 모 품 비 8,628,000                

안 전 관 리 비 37,037,400              

교 육 훈 련 비 4,948,800                

254,612,820            

복 리 후 생 비 134,653,000            

구분

고
정
비

인
건
비

직 접 노 무 비 2,698,996,860         

일 용 노 무 비

소 계 2,698,996,860         

관
리
비

보 험 료

출처: XX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20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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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XX시 사례의 소각시설운영원가계산서의 시설운영비는 총괄원가 약

93.5억원 중 약 53억원으로 56.74%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XX군 사례의 연

간 소각시설 운영비의 2배 이상의 규모의 큰 금액이다.

시설운영비 중 다음 [표 3-12]의 유지보수비 산출내역을 보자. 위의 12

항의 구분과 수량 및 단가는 2021년도 유지보수 계획기준을 적용하였다.

[표 3-12] 시설운영비의 유지보수비(XX시 사례)

(단위 : 원)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용역명 : XX시 2020년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TMS 용역관리비 및 유지보수        개월 12 1,666,666 19,999,992 

 11)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식 1 181,818,182 181,818,182 

 12) 기타 수선비 등 식 1 62,363,636 62,363,636 

 9) 활성탄 구매 및 교체 식 1 10,000,000 10,000,000 

 10) SCR촉매 구매 및 교체 식 1 181,818,182 181,818,182 

 6) 시설보수공사/유지보수 등 식 1 430,909,091 430,909,091 

 5) 베아링등 각종 소모성 부품교환,수선비 식 1 90,909,091 90,909,091 

 8) 폐열보일러 수관교체 식 1 272,727,273 272,727,273 

 7) 순ᆞ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실험실 유지관리 등 식 1 9,090,909 9,090,909 

 3)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개월 12 200,000 2,400,000 

 2) 폐열보일러 및 압력용기 내외 세정작업 회 2 35,100,000 70,200,000 

 4) 소각로 내화물 구매 및 보수 회 2 22,727,273 45,454,546 

합계 1,377,690,902 

출처: XX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2020.08. 재구성)

발주처 기준의 단가는 국가ㆍ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의 각 세비목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단위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호한 가격이다. 비록 발주처에시 제시한 기준 가격이라도 국가·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의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와 계약분쟁의 법원감정 등을 통해서 전문가격조사

기관의 ‘공표가격’은 실제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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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원가산정의 단위가격 적용 문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일반용역으로 개정하고 기술

용역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은 근로자들과 분쟁유발과 예산낭비 요인이다.

전력비는 원가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직불집행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외 수탁

자가 집행하는 유지관리비, 연료비, 약품비, 용수비, 재처리비, 측정 및 검사수수

료 ,홍보비, 기타비용 등은 용역의 본질과 상위 법령 상충 및 국가계약법에 규

정된 ‘원가계산 시 단위가격’ 과 다른 모호한 가격적용을 볼 수 있다.

3.3.4.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조달청 질의ㆍ사례 [그림 3-10]은 거래실례가격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

[그림 3-10] 계약법규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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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조달청 3자 단가계약 가격

조달청 3자 단가계약의 가격은 [그림 3-11]과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

보한 가격에 해당 않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림 3-11] 조달청 3자 단가계약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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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대법원 판례-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지정 후 여전히 부적합한 가격집행에 대한 사례들이 법

정 분쟁과 사정기관 감사를 통해서 산견되고, 민간물가조사기관들의 공신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기관 발주 공사, 제조, 용역의 모든 가격을 게

재하고 있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물가정보지등에 게재된

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3.2.9. 선고92누4055)

3.3.4.4 「예정가격작성요령」의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①항에서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은

거래실례가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적용순서는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

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3.3.4.5 거래실례가격의 우선순위

지방계약법에 따른「예정가격작성요령」제1절 통칙은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

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대법원 판

례는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3.4.6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자격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담당자로 제한되고,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가격조사의 자격

을 법령은 물론 해정규칙에서 부여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물

가잡지의 게재가격 모든 가격을 게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견적가격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은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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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품셈에 의한 가격과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에서 1년에 두 차례 발표되고 있는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가

격은 실제 시장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거래되고 형성되는 시장가격보

다 높은 가격이고 실적공사비단가로 인식되어 있다.

3.3.4.8 대법원 판례 - 견적가격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함이 없이 단지 시중상인

이 작성한 견적가격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5.6.11. 선고83누363)

3.3.4.9 계약내역서 단가 거래실레가격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5조 비목별

가격 결정의 원칙 제5항에서 공사계약의 원가계산에 있어 기 체결한 물품

제조·구매계약의 내역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예정가격 또는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따른

기초가격을 재료비의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며 물품제조·구매계약의 계약

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3.3.4.10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과 원가계산용역기관 참여

기초예정원가계산서 내역의 단가가조사표 조달청가격, 물가자료, 물가

정보, 유통물가, 조사가격을 비교하여 원가에 적용된 적용단가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조사가격은 견적가격이고, 법령상 견적가격은 계약담당공무

원에게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설계사무소나 원가계산용역기관은

그 권한과 자격이 없다.

2019년 7월 9일 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 주관의 공정경

제 성과 보고회의 중점과제 논의에서 공공기관 계약금액 기초가 되는 원가

(Cost) 산정에 대한 개선책으로 통상, 물가협회·물가정보·응용통계연구원

등의 각각 조사·발표된 시장가격, 발주기관이 조사한 거래실례가격 등에서

이들 가격 중 최저가격 적용의 지적은 본질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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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경비 집행에 대한 구분과 선택 집행

2018년 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경비를

관리비와 시설운영비로 구분하고 있다.

3.3.5.1 관리비에 포함된 재료비 성격의 소모품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소모품비를 재료비로 분류하

지 않은 경비의 관리비는 이윤 계상의 원칙 위반과 불합리한 집행이다.

3.3.5.2 시설운영비 집행에 대한 선택

시설운영비는 ‘직접집행’을 우선으로 ‘수탁운영자 집행’을 선택으로 규

정하고, ‘개ㆍ보수공사, 용역 및 기자재, 물품 등의 구입 시에는 지자체에서

직접집행하거나, 수탁운영자 집행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하지 않을 경우 지침 위반으로 상당한 계약금액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3.3.5.3 전력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원가계산서에서 [표 3-13] XX군 사례의

전력비산출내역서는 한국전력의 청구된 계산방식과 다른 불합리한 산정을

마치 전력비 표준방식처럼 지자체 담당자가 고수하려고 하고 이를 원가계산

용역기관은 용역보고서 검수를 위해 따를 수밖에 없다.

[표 3-13] 전력비 산출내역서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기본요금 　 Kw 6,000 8,320 49,920,000

사용요금 　 Kwh 1,035,300 92.33 95,589,249

전력산업기반기금 　 % 3.7 145,509,249 5,383,842

소 계 원/년 1 - 150,893,091

주)1. 계약전력 및 사용량: 성주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2. 수량 :기본요금-500kw(계약전력)×12개월=6,000kw,

사용요금-평균사용량(3,287kw× 315일)

3. 일평균사용량: 4,930kw ÷30톤/일×25톤/일 = 4,108kw

4. 단가 : 한국전력 산업용(을) 고압A 선택(II) 기본요금- 8,320원,

사용요금- 계절별, 시간대별 가중평균단가적용

5.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과근거: 전기사업법 제4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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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전력비 계산에서 기본요금은 당월 최대수요전력이 199kW

인데, 500KW를 12개월로 계상하고 경부하, 중부하, 최대부하 요금이 다

르기 때문에 부적절한 방법이다.

[그림 3-12] XX군 전기요금 청구서

3.3.6 일반관리비율 개정에 따른 총원가 차이

일반관리비율은 기존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기타

용역’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1항 제13호의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에 적용할 경우 상

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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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XX군의 사례

XX군의 경우, [표 3-14]와 같이 기존 6% 적용보다 개정된 일반관리비

율 9% 적용할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연간 46,747,106원 정도 비용

상승될 수 있다.

[표 3-14] XX군 소각시설운영원가계산서 일반관리비율 적용비교

과업명: XX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 (단위: 원/식)

6% 9%

직 접 인 건 비 690,478,548 690,478,548

간 접 인 건 비 0 0

690,478,548 690,478,548

복리후생비 35,592,880 35,592,880

보험료 65,118,524 65,118,524

안전관리비 6,317,184 6,317,184

교육훈련비 719,350 719,350

회의비 400,000 400,000

사무용품비 3,350,730 3,350,730 3,350,730 

출장여비 480,000 480,000

교통보조비 14,175,000 14,175,000

통신비 1,975,275 1,975,275

유지관리비 184,723,478 184,723,478

전력비

연료비 9,043,500 9,043,500 9,043,500 

약품비 72,153,018 72,153,018 72,153,018 

재처리비 189,805,500 189,805,500

측정 및 검사수수료 111,942,955 111,942,955

홍보비 0 0

기타 0 0

695,797,394 695,797,394

1,386,275,942 1,386,275,942 84,547,248 

83,176,556 124,764,834

146,945,249 151,104,077

1,616,397,747 1,662,144,853 45,747,106

경

비

소         계

관

리

비

재료비 성격

순 용 역 원 가

                                   구분
 비목

소         계

인건비

시

설

운

영

비

일반관리비 차  액
(9% - 6%)

일 반 관 리 비

이 윤 ( 10% )

총 원 가

출처: XX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 재구성 2020.3.

3.3.6.2 XX시의 사례

XX시의 경우, 기타 용역에서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 개정된 일반

관리비율 9% 적용할 경우 [표 3-15]와 같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연간

114,480,765원 정도 비용 상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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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XX시 소각시설운영원가계산서 일반관리비율 적용비교

과업명: XX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 단위:원/식

일반관리비(B) 차이 비고

6% 9% (B-A) 재료비 성격

직 접 노 무 비 2,698,996,860            2,698,996,860      -                        

일 용 노 무 비

소 계 (1) 2,698,996,860            2,698,996,860      -                        

보 험 료 254,612,820               254,612,820         -                        

복 리 후 생 비 134,653,000               134,653,000         -                        

안 전 관 리 비 37,037,400                 37,037,400           -                        

교 육 훈 련 비 4,948,800                   4,948,800             -                        

여 비 교 통 통 신 비 14,863,200                 14,863,200           -                        

소 모 품 비 8,628,000                   8,628,000             -                        8,628,000        

소 계 (2) 454,743,220               454,743,220         -                        8,628,000        

3,153,740,080            3,153,740,080      -                        

189,224,404               283,836,607         94,612,203         

334,296,448               343,757,668         9,461,220           

367,726,093               378,133,435         10,407,342         

4,044,987,025       4,159,467,790 114,480,765   

유 지 관 리 비 1,377,690,902            1,377,690,902      -                        1,377,690,902 

전 력 비 -                        

약 품 비 481,373,463               481,373,463         -                        481,373,463    

재 처 리 비 2,126,494,250            2,126,494,250      -                        

측정 및 검 사수 수료 100,709,612               100,709,612         -                        

홍 보 비 53,979,937                 53,979,937           -                        53,979,937      

기 타 경 비 682,816,775               682,816,775         -                        

소 계 (3) 4,823,064,939            4,823,064,939      -                        1,913,044,302 

482,306,493               482,306,493         -                        

5,305,371,432       5,305,371,432 -                        

9,350,358,457       9,464,839,222 114,480,765   총괄원가

PRICE YEAR 2020.8

이 윤 (10%)

부 가 가 치 세 (10%)

고 정 비 계

시
설
운
영
비

부 가 가 치 세 (10%)

변동비 계

인
건
비

관
리
비

합 계

일 반 관 리 비

변
동
비

고
정
비

                               구분
 비목

일반관리비(A)

출처: XX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2020.08. 재구성

3.3.7 부적격 원가계산용역기관

내역입찰이 아니라도 산출내역서는 공사원가계산서, 제조원가계산서, 학술용

역원가계산서 등과 달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의「생활폐기물 소

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서 지침보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원가계산용역기의 전문성과 공신력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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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용역기관은「예정가격작성기준」제32조의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의 제1항에서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요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관자격으로 운영되고 전문성 선정기준 부재에서 윤영되고 있다.

원가계산용역기관 참여 기관 중 사정기관 감사원 퇴직단체는 국정감사

지적되어 2018년 12월 33년만에 중단 후 종사자들에게 영업권을 매각하여 그

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수주 원가계산용역 수행에서 자

신들의 공표가격 원가계산에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부풀려 작성하는 문제점

을 야기하고 있다.

3.3.7.1 원가계산용역기관 공인원가분석사

기존의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상시 고용 규정을 2016.1.1.부터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

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자 4

인, 5년 이상인자 2인, 이공계대학 학위소지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의

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인 자 2인, 상경대학 학위소지자 2인 인원으로

개정하였다.

원가분석사는 원가계산용역기관 대상·요건 정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보유라는 요건강화 명분으로「예정가격기준」에 규정된 불필요한 진

입제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은 조건 전제로 추가되었지만,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에 공인 등록 자격의 목적을 보면 입찰예정가격의 원가계

산이나 목적이 아닌 단지, 원가계산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과 3년이상

경력의 요건확인을 대신할 뿐 전문성을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

원가분석사 자격 시행 후 시행과정에서 입찰 공고의 부당한 진입장벽으

로 악용되고 있으며, 특히 2018.7.2. 경찰청의 자격시험 부정 보도로 공신력

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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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산출내역서 최저낙찰하한율 적용 문제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된 표준계약서 붙임의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는 기초예정가격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등의 원가의

비목에 [그림 3-13]처럼 최저낙찰하한율 87.995% 작성의 불합리한 관행 때

문에 거래실례가격보다 높은 원가계산의 단위가격을 적용을 당연한 것처

럼 인식되고 예정원가의 엔지니어링 노무단가보다 낮은 지급으로 인한

위탁운영 사업자와 근로자의 노임단가 분쟁이 불식되고 있지 않다.

[그림 3-13] 획일적 낙찰율 적용 산출내역서

내역입찰이 아니라도 산출내역서는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계약금액조

정을 위한 표준계약서 붙임의 계약문서이다. [그림 3-13]처럼 99.745%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원가

에 적용하거나 [그림 3-12]처럼 일반관리비와 이윤 포기 낙찰자 선정은

불합리한 집행이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은 증감된 차액

부분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낙찰율 적용

때문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해야하는 명분과 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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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Ⅳ. 원가공학을 적용한 운영비 산정 개선방안

국가계약법에 따른 행정규칙의 원가계산이나 원가산정으로 예정가격

을 작성하는 공사와 제조의 입찰 기초예정가격은「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조원가계세산서, 학술용역원가계산서의 비목 추가와 변

경할 수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안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2018년 3월에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

침」은 지침보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의 원가계산용역기관 제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지침의 성격을 특정하였다.

4.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원가공학 적용 극대화 개선방안

본 연구는 2018년 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

의 지침의 성격에 따른 왜곡 집행되고 있는 노무비(인건비), 전력비, 시설

운영비 등에 대한 원가공학(Cost Engineering)을 적용한 [그림 4-1]과 같

은 합리적인 극대화 개선방안이다.

[그림 4-1] 소각시설 원가공학적 운영효율 극대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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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개정 특징

2018년 3월「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용역 기준을 국가계약법의 일반용역 기준으로 개

정하면서 지침보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방법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지침의 성격에 대한 특정과 감사 지적으로 법정 비화된

인건비 차이의 대법원 판례의 위탁 소각시설운영비의 수량 및 단가에 기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 1기 적정운영 일일 48톤

규모의 기본인원 1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일반관리비율 적용대상을 국

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제1항 제17호의 ‘기타용역’ 6%에서 3% 높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3항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9% 적용으로 개정하였다.

2018년 3월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은 [표 2-13]과 같이 개정되었지만,

지침보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침의 성격을 왜곡

집행된 사례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침의 성격을 왜곡한 집행 정립과 원가공학측면의 합리적

인 원가계산방법의 시행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개정이나 제안에 대한 지자

체의 수용여부에 달려있으며, 불합리한 집행 요인에 대한 다음 다섯 가지

개선 대상을 곱을 수 있다.

첫째, 먼저 노무비(인건비) 차이로 삭제된 고정비(비정산)와 변동비(정산)

로 분류한 산정방식의 소각시설운영비 산정의 틀은 지침의 성격을 확대 해

석한 왜곡 집행이고, 노무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비와 변동비의 대분

류 및 노임단가 분개방식을 삭제하면서 그대로 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규정과 예정원가계산 예

정 공수는 특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입찰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

한 표준 차원의 예정인원수를 마치 법령처럼 발주처의 강요는 투찰자의

최적인원을 무시한 부적절한 집행

둘째, 시설운영비는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단위가격을 국가ㆍ지방계약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단위가격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경비에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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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윤을 계상하지 않은 산정의 시행은 개정된 지침의 성격을 왜곡한

이른바 건설업계의 세칭 “태워 주기” 행태의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

설 운영비 산출 지침」을 왜곡된 집행과 ‘지자체에서 직접집행하거나, 수탁

운영자가 집행’을 선택적 규정 위반

셋째, 본 연구 XX시 사례의 전력비 직불제 시행의 원가절감은 개정된 ‘지

침의 성격’에 따른 집행과 이론의 원가공학(Cost Engineering) 측면의 가치개

선(Value Improvement)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계약전력의 적정성과 95%이

하 역률에 대한 벌금납부는 비용편익(Cost Benefit) 검토 이전 한등 끄기

의 절약과 에너지절감의 우선 개선

넷째, 입찰심사의 가격평가는 예정가격의 원가 이내의 실제원가(Actual

Cost)와 덤핑 여부 및 위탁운영사업자의 최적인원수를 심사하여 현실적이고

진정한 원가의 응찰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

다섯째, 본 연구의 사례에서 모호한 단위가격을 적용한 시설운영비에

대한 개선방안은 1988년 9월 조달청장 조사 통보가격을 삭제하기 위한 시

행규칙 개정(안) 예고와 취소 후 명목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유지되고

있으며, 2019년 6월 1일 단가후려치기에 대한 정부정책으로 규정된「예

정가격 작성기준」제6조의 ‘객관적 단가’ 역시 추상적인 실효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규정에 기준에 불과하므로 원가계산의 단위가격은 원가계산

용역기관 단체의 역할과 업무로 관련 행정규칙 제정 시행

4.1.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개정 보완

2021년 3월 개정은 위탁 운영사업자를 위한 개정보다「용역근로자 근

로조건 보호지침」과 상충 및 계약서 산출내역서 작성과정의 87.995%

낙찰률 적용 시 예정원가의 인건비와 실제 지급된 근로자 인건비 차이를

분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명분과 법령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역의

일반용역으로 규정한 것이다.

4.2 입찰제도-총액입찰 원가입찰제도 개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초 예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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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일률적인 적격심사 낙찰율 87.995% 곱

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불합리한 방법이다.

첫째, 원가계산이나 원가산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입찰로 최저

낙찰율 99.745% 근접한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은 이윤과 일반관리

비 일부를 포기한 투찰자 선정의 불합리한 방식이라는 점

둘째, 산출내역서는 표준계약서 붙임의 계약문서로서 국가계약법의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제21조의 제2항의 이윤과 일반관리

비 및 간접비 순으로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공사와 제

조가 아닌 비록 용역의 계약이라도 원가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낙찰율을 곱하는 산출내역서 작성

관행은 하도급 단가후려치기의 명분과 빌미를 제공하므로 계약의 부

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기업의 사업목표는 이윤추구에 있으며, 이윤이 보장되지 않거나 기대

할 수 없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없다. 2019년 11월 26일 국가계약법

제10조 제3항에서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100분

의98 미만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은 공사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제조, 용역 등에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

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원가는 입찰에 참여한 응찰자마다 각기 상이하고 진정한 원가는 기업

의 비밀이므로 계약서의 붙임 문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원가산정

에 의한 예정가격의 인건비와 경비의 각 비목에 적격심사 낙찰률을 적용

하거나 이윤 전부와 일반관리비율의 일부를 포기시킨 입찰의 계약은 불

합리한 계약체결이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입찰방법과 계약체결은 기존 총액입찰과 다른

원가(Cost) 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입찰자 중

원가공학적 측면의 진정한 원가의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법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가산하는 원가-가산방식(Cost-plu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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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tic market price)이며, 국가ㆍ지방계약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행정규칙의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4.2.1 노무비 용어와 분류

먼저 노무비와 인건비에 대한 개념 정립이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

영비 산출지침」과 정부합동부처의「용역근로자보호지침」은 동일한 행정

규칙이므로 본 연구는 정부합동부처의「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에 따라 노무비로 통일한다.

4.2.2 노무비 분류

노무비 계상은 근로자 구성원을 [표 4-1]처럼 일용근로자(외국인)를

재처리공정에 배치한 경우도 있지만, [표 4-2]의 노무비 구성처럼 제수

당과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지급여부 구분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표 4-1] 운영비 표준구성 인건비 구성

대분류 소분류 인건비 단가 비 고

인건비
직접 인건비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노임단가 정규직 인건비

일용 인건비 단순노무종사원 일용직 인건비

[표 4-2] 운영비 표준구성 노무비 구성

비 목 산출근거 관련규정

노

무

비

기본급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정부합동부처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제
수
당

연차수당 (일급×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등

상여금 (기본급*400%미만)/12개월 예정가격 작성기준

퇴직급여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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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개정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

침」과「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혼동 및 상충되고 있는 문제

는 [표 4-3]와 같이 소각시설운영비 지침을 수정하여야 한다.

[표 4-3] 기존 소각시설운영 지침 개정 제안

기존 소각시설운영 지침 제안

3.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

가. 운영비 구성

나. 세부운영비내역및운영비산출방법

(1) 인건비

◦ 인건비는 총 인원수를 결정하고 <표 2, 4>의 생활폐

기물 소각시설 기본 인원의 임무와 <표 5>의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

령」제3조(별표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엔

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엔

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부 고시) 제7조(직접인

건비)에 따른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에 따

르며, 필요에 따라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의 단순노무종사원 추가

*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

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매년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

- 정근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선임수당, 혐오시설 근

무수당 등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별도 반영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으로 갈음하

고 삭제

4.2.2.2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부적정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서울특별시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안정

적 운영과 운영기술 일반화 및 두 차례의 현실화 건의문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의 부적절함의 확인과 입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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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에 의한 계약체결 금액과 감사결과 실제 지급된 차이의 대해 대법원

부당이득 판결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는 기본급 외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심

지어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통보되고 근본적으로 상여금 400% 제한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각시설 운영 근로자 노임단가 적용으로 부적합하다.

2018년 3월 엔지니어링진흥법의 ‘기술용역’ 기준을 국가계약법의 ‘일반용

역’으로 전환하면서 대분류 고정비(비정산)와 인건비 분개규정을 삭제하였

지만,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노임단가 적용과 상충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4.2.2.3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와 중소기업 노임단가 비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무비 단가와「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에 규

정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해당직종 노임의 기본급을 비

교하면 [표4-4]와 같다.

[표 4-4]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와 중소기업 노임단가 비교

구 분
기 술 자

산  출  내  역
고급 중급 중급숙련 초급숙련

엔
지
니
어

시 간 급 16,229 13,092 11,430 10,348 　

기본일당 129,832 104,736 91,440 82,784  시간급×8시간

기본급여 2,856,304 2,304,192 2,011,680 1,821,248  월 22일 기준

중
소
기
업

시간급 14,023 원/hr 2020.상반기 임금

기본일당 112,184 원/일 87.기계장치정비원

기본급여 2,468,048 원/월 월 22일 기준

4.2.2.4 소각시설 근로자의 합리적인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차이는 [표4-4]와 같이 102,198원으로 중소기업 노

임단가 112,184원보다 8.9% 정도 높지만, 소장은 본사 소속이므로 2021년 3월

개정된 일반관리비율 포함으로 간주하고 중소기업 노임단가 기본급에 제비용

을 가산이 개정된 지침의 취지이며 더 합리적인 노무비 계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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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원가공학측면의 소각시설 운영 인원수 산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구성인원은 일일 48톤

규모의 소각시설 1기를 적정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인원수 설정 기준을

2021년 3월 개정에서 48톤을 기준 기본인원 1명을 추가한 계열화에 따른 소각

시설의 용량 및 설치기수, 운전여건 등의 조건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하도록 규

정되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규정에 따른 기준인원 기준

으로 산정된 구성원은 법정으로 비화된 양산시 사건과 서울시 감사결과 과다

계상과 부정개입 유발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소각시설운영은 20여년 이상 운

영되어 왔으므로 원가공학측면의 표준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4.3 경비

2021년 3월 개정은 2018년 3월 개정 보완이며, ‘지침의 성격’에 따라 경비

의 관리비와 시설운영비를 별도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3.1 관리비와 시설운영비 분류 구분 집행

2018년 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종전

기술용역준용 기준을 일반용역으로 전환하여「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으로 경비 중 관리비와 시설운영비 중 재료비를 제외한 이윤계상의

원칙에 따른 계상방법을 특징으로 곱을 수 있다.

4.3.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적용과 이윤계상 원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표 2-10] 예정가격 산출내역서는

심지어 화장지, 세제 등까지 재료비로 구분하고 있다. 재료비 제외는 국

가계약법 원칙 즉, 1988년 12월 이윤 계상방식을 종전 총원가(Full Cost)

에서 부가가치비용(Conversion Cost) 방식으로 계상하면서 국가계약법의

개정된 이윤계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 3월 개정 후「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일반관리

비율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17호의 기타용역 100분의 6에서 1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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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적용을 통해 일반용역 해당함을

통해「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상충된 노임단가 적용의 문제점을 불

식시키기 위한 개정이다.

또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국가ㆍ지방 계약법령의 이윤

율 변천에서 이윤 대상의 재료비를 제외한 대신 종전 5%를 10%로 개정

하면서 이윤 산정 대상비목에서 재료비 제외 원칙에 따르고 있다. 즉, 예

시된 ‘예정가격산출내역서’는 인건비와 관련된 보험료와 재료비의 비목 및

경비를 보험료(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

용보험료, 임금채권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만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화장지, 세제까지 재료비로 구분하는 이윤계상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두 사례를 통해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항목 중 원가의 경비 중 관리비의 소모품비를 「용역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지침」적용에 따라 개선방안은 [그림 4-2]와 같이 재료비로 분류

할 수 있다.

개선방안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 문제점

소각시설지침

시설운영비

전력비 직불과 정산

근로자보호지침

재료비 성격

전력비 직불

100분의6 100분의9

이윤율제외

예산절감

일반용역기술용역

2018.3 2021.3

혼재

법령이윤계상원칙

(화장지,세제/재료비)

[그림 4-2]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 개선방안

4.4 시설운영비

2018년 3월 개정된 지침의 성격에 규정된 시설운영비는 지자체 직접

집행하거나 수탁운영자가 집행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행정적으로 체

제를 갖추고 있으나 후자는 개정된 [표 2-14]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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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원에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행할 수 없다.

XX시 사례 [표 4-5]의 총괄원가 93억원 중 시설운영비의 인건비와 관

리비를 합한 금액보다 큰 56.74%(약 53억원)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

상하지 않은 산정은 지침의 성격을 왜곡한 부당한 집행이고 예산절감으

로 평가될 수 없다.

[표 4-5] 시설운영비

비목 구분 금액(원)

시
설
운
영
비

유지관리비 1,377,690,902

약품비 481,373,463

재처리비 2,126,494,250

측정 및 검사수수료 100,709,612

홍보비 53,979,937

기타경비 682,816,775

소계 4,823,064,939

부가가치세(10%) 482,306,493

변동비 계 5,305,371,432

시설운영비로 분류된 10억원이 넘는 유지관리비와 재처리비의 경우도

XX군 연간 운영비보다 큰 금액으로 지자체의 별도 발주 대상이다. 시설운

영비 집행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용역’보다 구매계약 발주업무이므로 위탁

운영사의 용역원가에 포함된 산정은 개정된 지침의 성격을 왜곡한 이다.

[표 3-13] 시설운영비의 유지보수비(XX시 사례)의 단가는 2021년도 유

지보수 계획기준이다. 이 기준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발주처의 자료를 조

사 검토 없이 원가계산서에 포함시켜 산정된 것이다. 이 기준은 국가계약

법에 규정된 단위가격이 아니라는 점과 다 큰 문제점은 업무자체가 용역

비 해당 여부와 위탁운영사의 국가지방계약법의 원칙과 기준에 따른 사

업집행 자격과 집행의 권한과 자격에 있다.

앞의 3.3.4 원가산정의 단위가격은 법령에 규정된 ‘조달청의 거래실례

가격 통보가격’의 한정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은 대법원 판례

로 비거래실례가격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시설운영비 산정을 제

안(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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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시설운영비 경비 포함 여부

4.4.1.1 전력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계상 차이

XX시의 사례는 전력비를 제외하면서 시설운영비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이를 개정된 지침은 직접집행하지 않고 위탁운영할

경우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비에 전력비 포함여부에 차이를 계상하면 다음과 같이 개정 전 6%

계상 8억원 정도, 개정 후 9% 계상하면 9.59억원 정도이다.

① 일반관리비 = (시설운영비×일반관리비율)

② 이 윤 = (시설운영비+일반관리비)×이윤율

예시1) 2018년 3월 개정 전 지침 기준 6% 계상 시

800,628,780원=(4,823,064,939×0.06)+(4,823,064,939 + 289,383,896)×0.1

예시2) 2021년 3월 개정 후 9% 계상 시

959,789,923원=(4,823,064,939×0.09)+(4,823,064,939 + 434,075,845)×0.1

4.4.2 시설운영 재료의 원단위 설정

지자체별 소각시설 규모가 상이하므로, 소각시설 운영의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노무비와 경비에 대한 원단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4.4.2.1 이윤계상의 원칙에 따른 재료비 성격 분류

소각시설운영지침의 ‘[표 2-5]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은 재료비를 비목으

로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재료비를 별도

비목으로 정하여 이윤계상의 제외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다.

4.4.2.2 시설운영 공동구매

시설운영비의 약품비와 재처리비 등은 구입단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특별시, 광역시, 도단위) 공동구매와 경쟁입찰에 의

한 표준단가계약체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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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전력비 청구와 직불제 전환

전력비는 [그림 4-3]과 같이 청구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XX

시의 경우 지자체 방침으로 직불제 시행을 할 수 있다. 수탁사업자의 운영

비에 포함시켜 정산하는 시행보다 지자체에서 직불제를 시행할 경우 사

무 간소화는 물론 10% 정도의 운영비 예산절감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출처: XX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그림 4-3] XX시 소각시설 전력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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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시의 전력비 직불제 시행은 2018년 3월「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성격 특정에 따른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 방법으로 원가 절

감과 예산절감의 대표적인 집행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그 집행은 지침의

성격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안보다 지자체의 방침으로 결정된 합

리적인 시행과 집행이다.

4.4.3.1 한국전력 요금 기준

한국전력은 [그림 4-4]와 같이 일반용전력(을)과 산업용전력(을)으로

구분하여 전력 사용량을 원격 검침하고 사용 시간대에 따라 경부하, 중

부하, 최대부하로 나누고, 여름철, 겨울철 등으로 계절별로 다르게 구분

하여 계상하고 있다.

출처: 매달 청구되고 있는 전기요금 및 영수증

[그림 4-4] 한국전력 전력요금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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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전력 계약용량의 차이

XX시의 경우, [그림 4-5]와 같이 2021년 2월 요금표에 계약전력은

5,000KW이나 연간 최대수요전력(요금적용전력)은 2,851kwh로 절반정도

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매달 청구되고 있는 전기요금 및 영수증

[그림 4-5] XX시 계약전력과 사용전력량

최대수용전력은 기록의 경신이전까지 1년 동안 유지된다. 만약, 10년

이상 최대수요전력이 3,000kwh를 넘지 않았다면 운영비 절감을 위한 계

약전력에 대한 원가공학 측면의 VE(Value Engineering)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4.3.3 역률개선 전력비 절감 혜택

또한 위의 사례는 월 1.5억원 이상의 전력비를 부담하면서 지상역률로

–47,440원의 감액하지만, 역률을 개선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의 감면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4.5 원가공학 측면의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용역비의 경비로 분류된 시설운영비의 전력비는 원가이지만, 개정된 ‘지

침의 성격’에 따른 가치개선(Value Improvement)의 취지에서 지자체의 방침

만으로 합리적인 원가절감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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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가치개선 - XX시 전력비 직불제 시행

XX시 전력비는 [그림 4-3]과 같이 청구되고 있다. XX시의 경우, [표

4-6]의 전력비 ‘직불제’ 시행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

상하면 연간 338,133,513원정도의 원가절감으로 합리적인 예산절감에 기

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표 4-6] 전력비 직불차이

과업명: XX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 (300톤/일) PRICE YEAR : 2020.8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고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차이(A-B) 재료비 성격

직 접 노 무 비 2,698,996,860            2,698,996,860            

일 용 노 무 비

소 계 (1) 2,698,996,860            2,698,996,860            

보 험 료 254,612,820               254,612,820               

복 리 후 생 비 134,653,000               134,653,000               

안 전 관 리 비 37,037,400                 37,037,400                 

교 육 훈 련 비 4,948,800                   4,948,800                   

여 비 교 통 통 신 비 14,863,200                 14,863,200                 

소 모 품 비 8,628,000                   8,628,000                   

소 계 (2) 454,743,220               454,743,220               

3,153,740,080            3,153,740,080            

189,224,404               189,224,404               

334,296,448               334,296,448               

367,726,093               367,726,093               

4,044,987,025       4,044,987,025       

유 지 관 리 비 1,377,690,902            1,377,690,902            

전 력 비 1,699,163,380            1,699,163,380        

약 품 비 481,373,463               481,373,463               

재 처 리 비 2,126,494,250            2,126,494,250            

측정 및 검 사수 수료 100,709,612               100,709,612               

홍 보 비 53,979,937                 53,979,937                 

기 타 경 비 682,816,775               682,816,775               

소 계 (3) 6,522,228,319            4,823,064,939            1,699,163,380        

652,222,832               482,306,493               

7,174,451,151       5,305,371,432       1,869,079,719   

11,219,438,176     9,350,358,457       1,869,079,719   

고
정
비

변
동
비

변동비 계

부 가 가 치 세 (10%)

전력비 포함(A) 전력비 별도(B)                              구분
 비목

부 가 가 치 세 (10%)

고 정 비 계

일 반 관 리 비 (6%)

이 윤 (10%)

시
설
운
영
비

합 계

관
리
비

인
건
비

총괄원가

출처: XX시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보고서 2020.08.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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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가치개선- XX군 전력비 직불제 운영비 절감

XX시의 사례처럼 개정된 지침에 따라 XX군의 전력비 직불제 시행할

경우 [표 4-7]과 같이–48,119,909원(C=A-B) 정도의 운영비 절감될 수

있다.

[표 4-7] 전력비 직불로 인한 운영비 차이

과업명: XX군 2020년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 (단위: 원/식)

차   이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C)

직 접 인 건 비 690,478,548 44.92 690,478,548 49.81 - 

간 접 인 건 비 - - 

복리후생비 35,592,880 2.32 35,592,880 2.57 - 

보험료 65,118,524 4.24 65,118,524 4.70 - 

안전관리비 6,317,184 0.41 6,317,184 0.46 - 

교육훈련비 719,350 0.05 719,350 0.05 - 

회의비 400,000 0.03 400,000 0.03 - 

사무용품비 3,350,730 0.22 3,350,730 0.24 - 

출장여비 480,000 0.03 480,000 0.03 - 

교통보조비 14,175,000 0.92 14,175,000 1.02 - 

통신비 1,975,275 0.13 1,975,275 0.14 - 

유지관리비 184,723,478 12.02 184,723,478 13.33 - 

전력비 150,893,091 9.82 0.00 150,893,091 

연료비 9,043,500 0.59 9,043,500 0.65 - 

약품비 72,153,018 4.69 72,153,018 5.20 - 

재처리비 189,805,500 12.35 189,805,500 13.69 - 

측정 및 검사수수료 111,942,955 7.28 111,942,955 8.08 - 

홍보비 - 0.00 - 0.00 - 

기타 - 0.00 - 0.00 - 

1,537,169,033 100.00 1,386,275,942 100.00 150,893,091 

138,345,212 124,764,834 13,580,378 

167,551,424 151,104,077 16,447,347 

1,843,065,669 1,662,144,853 180,920,816 

184,306,566 166,214,485 18,092,081 

2,909,400 2,909,400 - 

2,030,281,000 1,831,268,000 199,013,000 

7,875 7,875

257,813 232,542

전력비 별도(B)전력비 포함(A)

경

비

관

리

비

합 계

                                   구분
 비목

인건비

시

설

운

영

비

단 위 당 원 가 ( 원 / ㎥ )

일 반 관 리 비 ( 9% )

이 윤 ( 10% )

부 가 가 치 세 ( 10% )

처 리 량 ( ㎥ )

총 합 계

환 경 책 임 보 험 료

총 원 가

출처: XX군 2020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원가산정 2020.3. 재구성



- 91 -

4.5.3 원가공학적 역률개선-XX군 사례

[그림4-6]의 XX군 전력비요금청구서는 산업용(을) 고압A, 계약용량

500KVA, 산업용지상역률(PF) 87%, 최대 203 KVA이다. 역률 개선으로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는 소요콘덴서 용량(Qc)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tantan tantan

  cos

sin
cos

sin


  cos

cos
cos

cos


P(KW):부하용량 cos  개선전역률 cos  개선후 역률
   tantan

 tan  tan

 sincossincos

 

∴×  

    

(Q = 무효전력, P = 유효전력, K = 피상전력)

※ 380V: 18.4uf, 220V 54.8uf

일경우 
×××

×
 

일경우 
×××

×


XX군은 지상역율 87%이므로 10,732원/월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역률

은 95%수준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역률 95%로 개선하면 기본

요금 10% 약 17만원/월정도 감액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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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XX군 전력비 요금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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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원가공학적 역률개선- XX시 사례

아래의 [그림 4-7] XX시의 2021년 2월 한국전력 전력비 청구서이다. 이

요금표를 보면 전력비를 줄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7] XX시 요금계산 내역

요금내역은 지상역률료 –47,440원은 역률 개선에 대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감면혜택은 95%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방법은 콘덴서 용량을 계

상하여 설치할 경우, 역률개선에 대한 최대감액은 –237,203원/월(2,846,436

원/연간)정도까지 가능하다.

4.5.5 원가공학측면의 계약전력 최적화

XX시의 계약전력은 5,000kw인데, 당월 최대수요전력은 2,851kw 57%

정도 수준이다. XX군의 계약전력은 500kw이지만 최대수요전력은 215kw

로 50% 정도로 대부분 과다설비에 발전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XX시의 최대수요전력으 [그림 4-8]처럼 10년 이상 3,000kw 정도 지

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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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원가공학측면의 코스트-피 플러스 예정원가계산서 제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의 ‘지침의 성격’에 따른 원가공

학의 합리적 소각시설 예정원가계산서’ [표 4-8]를 제안한다.

[표 4-8] 원가공학의 합리적 소각시설 예정원가계산서(안)

비 목 산출근거 관련규정

노

무

비

기본급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정부합동부처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제
수
당

연차수당 (일급×15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등

상여금 (기본급*400%미만)/12개월 예정가격 작성기준

퇴직급여충당금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

경

비

복리후생비 급량비, 교통보조비, 여비교통통신비

보험료및연금등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세금과공과

재처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기타비용 홍보비, 회의비,
소 계

재료비 개인별 평균지급 피복비 등 경비의 소모품비

순원가 (노무비+경비+재료비)

일반관리비 (노무비+경비+재료비)×9%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총 원가

부가가치세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10%

예정가격
보험료 손해배상과 환경책임

폐열활용 인센티브

시
설
운
영
비
/
직
접
집
행

시설운영유지관리비

2018.3 지침 개정

전력비

연료비

약품비

용수비

재처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홍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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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원가계산의 단위가격 조사기관

시설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할 경우, 국가계약법으로 규정된

조달청 거래실례가격의 한계점과 부풀려진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

및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된 견적가격(시장조사)의 문제점, 노임단가처

럼 원가계산의 단위가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단체에서 조사하도록 관

련 규정을 보완 개정하여야 한다.

4.8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기준

거래실례가격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예정가격작성기준」과 달리 지

방계약법에 따른「예정가격작성요령」의 우선순위에 대한 혼동 정립이다.

4.8.1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의 우선순위

박성동 외 2인(박창규, 류남욱)의「국가계약법령의 해설 및 유권해

석」의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거래실례

가격②통계법상지정관이공표한가격③각중안관서의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

의하여공표한가격등을 1순위로, ④ 감정가격을 2순위, ⑤유사거래실례가격을 3순

위로, ⑥ 견적가격 4순위이며, 1순위가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2순위, 3순위,

4순위로 해설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은 우선

순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장훈기의「공공계약제도 해설」의 2015년 개정판(퇴직 후)에서 ‘거래

실례가격의 유형은 우산순위가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주 목적물의 내

용․특성․현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어느 유형을 선택, 적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우선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과 시행규칙에서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의 행

정규칙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박성동 외 2인의 해설과 상이하다.

4.8.2 「예정가격작성요령」의 우선순위

「예정가격작성요령」제4절 ‘3-가’의 거래실례가격 1)의 예정가격의 결

정에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의 기획재정부에 등

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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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물가정보 등), 3)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

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등을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조항이다.

4.9 원가계산용역기관 선정과 전문성

2018년 3월 개정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은 지침보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의 제안을「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

침」의 성격으로 규정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역할과 권한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정에 대한 지침보

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은 원가계산용역기관 전문성이다.

본 연구의 두 사례 중 XX시의 집행결과에서 전력비의 지자체 직불로

이를 경비에서 제외한 방법과 종전 문제점이 들어나 지침에서 삭제된 대

분류 고정비(비정산)와 변동비(정산) 구분의 산정과 집행은 개정된 지침

에서 지침보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을 왜곡한 집행이다.

전력비는 원가의 경비이며 이윤계상에서 원가인 경비의 전력비 포함

여부로 상당한 금액 차이를 볼 수 있다. 2018년 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지침」에서 수탁운영자 시행에 대한 인적구성원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설운영비는 지자체의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위탁운영자의 시행은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위반한 집행을 볼 수 있다.

삭제된 대분류 고정비(비정산)와 변동비(정산) 구분의 시설운영비를

위탁운영사업자의 경비에 포함시켜 시행과 집행 과실에 대한 책임은 원

가계산용역보고서를 작성한 원가계산용역기관과 공정 여부도 가려져야

하지만, 원가산정에 대한 결과는 귀책사유는 지자체의 용역발주 제안서

요청과 작성기관 및 검수자인 책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전문성 있는 원가계산용역기관 선정은 당해 사업에 대한 용역

의 범위에 따른 지자체의 제안요청과 용역 참여를 희망하는 용역 투찰자

의 원가공학적 전문성 능력과 역량을 제안서를 평가하여 합리적이고 투

명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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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Ⅴ. 결 론

5.1 결론 및 기여도

자본주의국가는 시장가격을 가장 이상적인 가격으로 받아들인다. 국가

ㆍ지방계약법의 입찰 예정가격은 시장가격의 범위에 속하는 거래실례가

격 우선 적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원가계산ㆍ산정으로 기초예정

가격을 작성하고 있다.

정부 발주 공사, 제조구매 용역 등의 입찰 예정가격은 예산 범위 내의

사업집행 목적과 담합을 배제할 수 없는 입찰시장의 환경 대비의 수단이

고, 기초예정원가계산서의 원가계산 단위가격은 거래실례가격으로 조달청

의 통보가격과 보완적으로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을 적용하도록 국

가ㆍ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로 규정 시행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의 거래실례가격 조달청장이 조사한 통보가격의 한계점 때

문에 1988년 9월 당시「계약사무처리규칙」의 삭제 개정(안)까지 예고하

면서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라장터에 명목만 유지되고 있다. 이 조달청

통보가격 보완 명분으로 추가된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대부분은 광

고 관련 ‘생산자공표가격(등록기관 중 ‘업자공표가격’도 있음)으로 표기한

기관도 있으며 실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정가격의 문제점은 기존 입찰제도에 있다. 총액입찰로서 원가계산ㆍ산

정으로 기초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고 밀봉하여 입찰로 참가자 중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4개를 추첨으로 뽑아 산술평균가격으로 예정가격 결정 후

87.995%에 가장 근접한 낙찰자를 선정하는 ‘운찰제’ 내지 ‘로또 입찰’의 불합

리한 방법의 시행이다. 낙찰자 선정 후 용역계약서의 붙임 문서 ‘산출내역서’

작성은 원가의 각 비목에 적격심사 낙찰률 적용과 이윤 전부와 일반관리비율

일부를 포기시킨 불합리한 시행으로 ‘단가후려지치기’의 야기되고 있다.

국가계약법은 경쟁 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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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낙찰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가로 산정된

예정가격에 적격심사 낙찰률을 적용하는 기존 총액입찰 방식은 ‘운찰제’

또는 ‘로또 당첨’ 은 본질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시행이다.

입찰의 예정가격의 예정원가(Predetermined Cost)는 표준원가(Standard

Cost)와 추정원가(Estimate Cost)로 산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추정원가로

산정되고 실제원가(Actual Cost)와 현저한 차이로 인한 입찰비리 담합과 부

정ㆍ부패 유발요인의 고질적 요인이다.

원가는 입찰에 참여한 응찰자마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심사 평

가를 통해서 진정한 원가의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코스트 플러스-피

계약(Cost-plusfee contract)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공정한 입찰방법과 합리적인 입찰예정가격은 시장가격 대용으로서 코스트

플러스 방식(Cost-plus as synthetic market price)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예정원가보다 낮은 원가(Cost) 입찰자 중 원가공학측면에서 진정한 원가

의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계약법령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가산 방식은

행정규칙 개정 시행만으로 예정가격의 객관성과 공정가격(Fair Price)의 공

정성 확보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체결을 집행할 수 있다.

2018년 3월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은 국가ㆍ지

방계약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큰 특징을 갖고 있다. 기술용역을 준용한 20년

동안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용역 전환과 지침보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의 선택에 대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안은 원가

계산․원가산정에 대한 전문성 인정과 권한을 지침의 성격으로 특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XX시의 전력비 직불제 가치개선과 삭제된 고정비(비정산)․

변동비(정산) 구분 및 시설운영비의 산정은 심각한 왜곡된 집행의 대표적인

례로 곱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소각시설 운영 지침에 대한 왜곡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정립과 원가공학측면의 합리적인 원가산정의 운영 효율 극대화 방안은

다음의 개선을 전제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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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의 총원가기준(Full Cost Bases)방식의 입찰제도와 다른 코스트

플러스-피 계약 (Cost-plusfee contract) 방식의 시행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적격심사 낙찰율 97.995% 적용한 불합리한 산출내역서 작성관행을 예정원

가(Predetermined Cost)보다 낮은 투찰자의 실제원가(Actual Cost)에 의한

진정한 원가와 일반관리비율 자료를 분석하여 낙찰자로 선정하여 국가계약

법 시행규칙 이윤율 가산 방법

둘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20년 이상 운영과

3년 단위의 용역계약 집행 실적 등을 참고로 지역별 시설규모별 표준원가

(Standard Cost)에 의한 입찰 예정원가(Predetermined Cost) 시행

셋째, 노무비(인건비)는「용역근로자보호지침」의 분기별 임금대장을 발

주처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

침」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적용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 180개의 소각시설 근

로자 노임통계와 표준노임단가 조사 시행

넷째, 경비 중 시설운영비는 지자체 직접집행이다. 위탁운영사업자는 국

가ㆍ지방계약법과「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에서 실제 집행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부재

다섯째, 2019년 6월 1일 ‘단가후려치기’의 정부정책 배경으로 규정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6조의 ‘객관적 단가’ 의 개념정립과 부적절한 시설

운영비의 산정과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은 원가계산의 단위가격을 원가계

산용역기관 단체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근거 규정 시행

본 연구결과의 개선방안은 관련 법령과 개정하지 않더라도「생활폐

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에서 특정된 원가계산용역기관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지침의 성격을 집행 근거로 XX시의 전력비 직불 시행사

례처럼 지자체의 방침과 결정만으로도 집행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2018년 개정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

의 왜곡된 부당한 집행의 정립과 전국 180개 소각시설 위탁운영 합리적인

용역비 결정 및 투명한 용역계약 체결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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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결과는 비록 두 지자체의 시행 사례이지만, 전국 180 개 공공기관

소각시설운영에 대한 단계적인 계약종료에 따른 신규 계약 체결 시「생활폐

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의 성격에서 지침보다 더 합리적인 원가계

산방법 즉 ‘지침의 성격’을 들어 왜곡된 집행을 막고, 불합리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노무비 단가 강제분개 역산방식의 산정과 기존의 원가계산에

의한 기초금액 ±2% 15개 가격 중 4개를 추첨한 산술평균가격의 입찰예

정가격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제도의 운찰제 내지 로또 방식의 법령상 근

거도 없는 87.995% 낙찰율 적용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장가격대

용으로서 코스트플러스 방식(Cost-plus as synthetic market price) 시행을

제시하였다. 다만, 코스트플러스-피 지급계약(Cost-plusfee contract)의 낙찰

자 선정을 시행하기 위한 실제 시행은 20여년 운영되어 온 입찰 예정원가

(Predetermined Cost)에 대한 표준원가(Standard Cost)와 낙찰자를 결정하

기 위한 투찰자의 진정한 원가 즉, 실제원가(Actual Cost)등의 관련 데이터

의 축적과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되어야할 것이다.



- 101 -

참 고 문 헌

[1]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노원ㆍ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실태감사결과. 2016. 4.

[2] 감사원. 감사보고서(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실태). 2019.12

[3] 강인옥 와 2인 공공계약 법규 및 실무. 광문각. 2013

[4] 국민권익위원회,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및 처리비용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방안. 2008.7

[5] 김우일 외 2인,‘성주군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 원가산정’, 2020.

[6] 계약관리연구원, ‘입주자 청소료 부과 산정체계 기준 검토’, 2019.

[7] 과학기술처, ‘원가공학(Cost Engineering)’, pp.4, 1994.

[8] 이순효, ‘VE 실무’, 법경출판사,

[9] 이인영, 부천시 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연구보고서.

(재) 한국경제행정연구원, 2020.08

[10] 이경섭 외 공저, ‘정부계약’, 유석출판사, 2013.

[11] 박성동 외 2인, 국가계약법령 해설 및 유권해석, 건설경제. 2011

[12] 장훈기, ‘공공계약제도 해설’, 2015.

[13] 정준수, ‘경영원가계산’, 경험사, 1978.

[14] 진진형, ‘구매예가작성 이론과 실무’, 한국물가협회. 1983.

[15] 한정길, ‘예산회계법’, 1983.

[16] 현학봉, ‘건설공사 계약관리와 클레임’, 한국건설산업연구원.1984.

[17] 환경부ㆍ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9년도).2020

[18] [네이버 지식백과] 폐기물 [廢棄物, waste] (물백과사전)

[19] [네이버 지식백과] 폐기물 [waste, 廢棄物] (두산백과)

[20] 성남시청. 판교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보고서.2014. 05

[21] 청주시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연구용역. 2016. 10.



[22]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23] Charles T. Horngren, ‘COST ACCOUNTING’. FIFTH EDITION Editor.1982

[24] Humphreys Wellman,‘Basic Cost Enginering’, Third Edition, 1996.

[25] Forrest D.Clark,‘Applied Cost Engineering’, Third Edition, 1997.

[26] H.Lance,‘AACE International Total Cost Management Framework’,

Third Edition, 1995.

[27] 'AACE International Cost Engineering Terminology, 2021.

[28] Dr.Makarand Hastak, 'AACE Internatonal Skills and Knowledge

of Cost Engineering', Six Edition, 2015

[29] 原田俊夫, ‘마켓팅 去來의 理論과 實際’, P.170

[30] 靑木 脩, ‘原價分析’, 昭和53年.



- 103 -

Abstract

A study on the calculation of

operating cost of household waste

incineration facility applying cost

engineering

-Focusing on the calculation of commissioned operation

cost by local governments -

Wooil Kim

The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Practic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maximizing operating efficiency by applying

cost engineering to the calculation of operating costs of government-

consigned municip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Execution of 「Guidelines for Calculation of Operating Costs for

Household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is due to direct management

claims of incineration facility worker’s petitions to the Blue

House(Cheongwadae), social issues, suggestions for system improvement

in Seoul, which has been operating household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for over 20 years, and unreasonable gains from the difference

in labor costs for operating incineration facilities. You can see court

disputes and final judgments of th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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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sion of the guidelines in March 2018 specifies the nature of the

guidelines to convert technical service standards into general services and to

select a more reasonable cost calculation method for cost calculation service

institutions than guidelines. This revision is a measure to improve the

problem of converting technical services into general services and paying

labor costs under the National Contract Act, and local governments have

removed regulations on fixed costs (non-settlement) and variable costs

(settlement) and labor costs. However, due to the regulations on the

application of unit price for technicians by engineering technology

sector, the local government is following the unreasonable unit price

journalization method of labor cost.

Although the revision of 「Guidelines for Calculation of Operating

Costs for Household Waste Incineration Facility」 in March 2021, the

application of engineering labor unit price was conflicts with the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Working Conditions for Service

Workers」, which is ‘cost’ matter, and the national/local contract law,

the subject of general management ratio still applied to the existing

other services 6% is 3% elevated and revised to facility management,

expenses and cleaning services, which is ‘expenses’ matter. After the

revision in March 2018, the calc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facility

operation costs of the consigned operator of the deleted large

classification fixed cost and variable cost classification is an

enforcement that distorts the nature of the guidelin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cost calculation method for the

distorted implementation of the 「Guidelines for Calculation of Operating

Costs for Domestic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and to substitute the

market price for the fair price applying cost engineering. It is about the

rational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selec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who bids favorably in the country of the cost-plus as synthetic

market pric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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