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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관리 파트너!  
공공서비스관리 혁신을 통해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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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단 (Management Consulting) 

+ 조직진단 (Organization Structure Design) 

+ 공공서비스디자인 (Public Service Design) 

+ 정부사무 민간위탁연구 (Government Business Contracting Out study) 

+ 정부사무 서비스평가 (Government Business Service Valuation) 

+ 정부사업타당성 (Government Project Feasibility Study) 

+ 정부원가계산 (Government Cost Accounting) 

+ 공공관리 연구 (Public Management Research) 

+ 사회적경제기업연구 (Social Economy Enterprise Study) 

+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은 더 나은 정부로, 더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 

위한 제도로써 중요한 성과지향형 공공서비스 제공제도 입니다. 

민간위탁은 ‘구매계약’ 또는 ‘외주계약’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듯이 계약

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계약관리능력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민간위탁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연구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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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개 

>> 설립목적 >> 주요 연구 분야 



연구소장 

전세계는 산업화, 정보화를 통한 속도경쟁의 시대임과 동시에 저성장국면으로 위기

와 기회의 시대에 당면해 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회 

전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혁신의 기제로 사용되는 민간위탁제도의 운영이 가장 활발한 영·미국가의 경우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

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한의 검토와 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기관이 진행 되고 있어 

민간위탁의 최우선원칙인 경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위탁비용의 체계적인 

검토가 안 되고 있으며, 성과와 고객중심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민간위탁제도의 실

효성이 떨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정부의 민간위탁절차를 세부적으로 

분석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를 만들 것      

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제도를 공공서비스 전달의 큰 틀 속에서 정부의 정책을 전략적

으로 연결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 입니다.  

 

정부라는 단어의 어원은 “방향을 잡는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helmsman)입니다. 

“정부의 임무는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정부

로 하여금 방향을 잡아주는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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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소장 인사말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배 성 기 



+  

+ 

+ 

>> 학력 

2009 ~ 현재 

2009 ~ 현재 

2013 ~ 현재 

2011 ~ 현재 

2012 ~ 현재 

2012 ~ 현재 

2009 ~ 현재 

2009 ~ 현재 

2009 ~ 현재 

2011 ~ 2012 

2008 ~ 2009 

1997 ~ 2008 

 

>> 주요경력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매뉴얼 

관광시설 민간위탁 서비스경영 

민간위탁조례 및 계약관리 방안 

민간위탁원가 산정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공공관리와 성과(번역)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번역) 

정부원가계산 이론과 실제 

사회적 기업의 공공부문 계약 입찰(번역)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번역)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서울시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 

서울시 민간위탁 원가분석 자문 위원 

한국상하수도협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위원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원 선임연구원 

㈜에코아이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재)현대산업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잡월드(Job World) 건립∙운영 자문위원 

㈜지투비 코리아 기획이사 

(재)한국산업연구소 연구팀장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박사) 

가천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석사) 

가천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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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소장 약력 

2014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 통계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경영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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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비전 및 미션 

+ 민간위탁연구 (Contraction Out Management Study) 

+ 사회적경제연구 (Social Economy Study) 

+ 사업타당성분석 (Project Feasibility Study) 

+ 정부원가계산 (Government Cost Accounting) 

+ 경영컨설팅 (Management Consulting) 

+ 공공요금산정 (Public Rates Accounting 

+ 리서치 (Research) 

+ 공공조달연구 (Public Procurement Study) 

+ 선진경영모델 연구(Advanced Management Model Study) 

+ 선진 공공관리기법 연구  

(Advanced Public Management T + Technique Study) 

+ 효율적 재정관리기법 연구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Technique Study) 

+ 정부사무에 관한 연구 (Study Regarding Government Business) 

+ 서비스 평가 연구 (Service Evaluation Study)  

+ 사회기반시설자산 관리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KCOMI is research organization being reliable 

공공서비스 경영을 통한 

선진한국 

 

Advanced Korea through 

Contract Out activation of 

government business 

MISSION 

공공서비스 공급기관 

현안에 관한 조사 연구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Think Tank 

지식네트워크 Hub 

STRATEGY 

창의적인 문제해결 대안제시 

업무특성 감안 고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리시스템 

제공서비스 평가후 피드백 시스템 

TACTICS 

will be made from advanced korea 

>> Vision 한국 



+ 회사 설립 : 2009년 2월 

+ 자  본  금 : 1억 5천만원 

+ 사업분야 : 학술연구, 여론조사, 시장조사,  

                    타당성조사, 원가조사, 출판,  

                    전자상거래업(서적) 

>> 연구소 소개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이사장과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사무국,  

   프로젝트팀과 6개 연구실로 구성됨 

>>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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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소 일반 현황 

미래 
전략 
연구실 

사회 
기반시설 
연구실 

정부사무 
민간위탁 
연구실 

사회적 
경제 
연구실 

재정 
기획 
연구실 

서비스 
평가 
연구실 

연구소장 

이 사 장 단국대 /가천대교수진 

사 무 국 
총무, 재무, 정보시스템 

프로젝트팀 
사회적 빅이슈에 대한 연구 

>> 연구소 조직도 



- 박사  

  경영학(3), 행정학(1) 

- 석사   

  경영학(2), 행정학(2) 

- 학사  

  정치학(1), 산업공학(1)  

  행정학(2), 경영학(2) 

- 교수진 

 경제학(1), 경영학(3) 

 행정학(2), 환경공학(2) 

 체육학(1), 관광경영학(1) 

 사회복지학(1) 

- 기타 전문위원 

  공인회계사(1), 변호사(1) 

학사 및 전문학사 (2) 

상근 및 비상 연구진 (14) 전 문 위 원 (13) 행 정 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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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구진 소개 

KCOMI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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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4 전국 민간위탁 운영현황분석 통계자료  

05  전국 민간위탁 사무유형 

민간위탁 대 분류 사무  민간위탁 중분류 사무  도입목적  

1. 일반공공행정 공공건물(청사 등 유지관리),민원 및 콜센터운영,  
유기동물관리, 미디어 관련 제작,CCTV 및 무인시스템 관련 운영 

전문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2.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 공동구, 교통시설, 법무  

3. 유아/초등교육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평생학습 시설 운영,평생학습 사업, 기술교육(직업훈련),  

4.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 관련 기관 운영, 청소년 학습시설 운영 

4.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관리, 문화예술시설관리,체육시설관리, 체육진흥사업,  
관광진흥사업, 향토사 편찬 사업 

5. 환경보호 상하수도 시설 운영, 하수처리 시설 운영,매립 시설 운영, 자원회수 시설 운영,  
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운반 및 처리,환경 관련 시설 운영, 자동집하시설, 환경보호 사업 

6. 사회복지 

노인 시설 운영, 장애인 시설 운영,보육시설 운영,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여성 복지시설 운영, 보훈시설 운영,다문화 복지시설 운영, 일반 사회복지 시설 운영,  
공원시설 운영, 노인 복지 사업,장애인 복지 사업, 보육 복지 사업,  
청소년 복지 사업, 여성 복지 사업,다문화 복지 사업, 일반 복지 사업, 종합 사회복지센터 운영 

7. 보건 신체 진료시설 운영, 정신 진료시설 운영,예방시설 운영, 보건 교육 사업,  
건강조사, 신체 진료 사업 운영,산모 신생아 건강 관련, 정신 진료 사업 운영 

8. 농림해양수산 텃밭 보급, 도시농업 교육 

9. 수송, 교통 주차장 관리, 도로(국도)유지 보수 관리,터미널 관리, 선박 관리, 차량 관리 

10. 국토 지역개발 설계, 감리, 산업단지 관리,공공시설 설비 공사, 공동주택 관리,  
지역활성화 사업, 도시 미관 개선 사업 

11. 과학기술 에너지 공급사업(재생에너지),과학기술 관련 기관 운영 

12. 산업,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시설운영,사회적 경제 시설 운영, 창업 관련 센터운영 

13. 외교, 국방, 통일 해외교류 



Step 1. Ordinance 
 

조례제정 및 개정 

 Step 2. Tendering 
 

입찰기획 및 진행 

Step 3. Cost-Accounting 
 

위탁비용 산정 

 Step 4. Contracting 
 

계약 – SLA, PBC 

Contracting out Process  / Time Schedule / 주요 활동  /  결과물 

2month 1month 1month 1month 

1. 조례제정 및 개정, 지침,규칙 신설조항 

- 민간위탁정의 및  범위  

- 위탁비용 산정 및 지급 

-  수탁자 선정기준 

-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  위탁성과평가 위원회 

-  성과평가 

-  수행실적 측정 및 평가 

- 인센티브 및 패널티 

-  위탁계약의 해지 

-  재위탁 금지 

-  연장계약 

-  고용승계 

※이혜관계자 gap줄이기  

 
 

2. 입찰기획 및 진행 – Best  Value 

 -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위탁계약 

 -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위탁계약 

 - 계약체결형태결정 

• 확정계약/사후정산계약 

• 총액계약/단가계약 

• 장기계약/단년도계약 

• 공동계약/단독계약 

 - 계약방법결정 

•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 수의계약 

 - 낙찰자선정방법결정 

• 최저가/적격심사/2단계/협상 

• 가·감점 합리적 운영 

3. 위탁비용 산정 

 - 분야별 비용산정 기준 제정필요 

 - 간접인건비 인정 

 - 고정비/정산비 분리 제한 

 - 일반관리비 보장 

 - 이윤 보장 

 - E/S : 전기대비 증감분석 

 - 비목별 증감분석 

 - 시나리오 분석 

 - 민감도 분석 

※비용 정당성 확보가 예산감액 대응 

※비용 대비 효과 검증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gap줄이기  

    발주처vs위탁사 / 비용vs요금 

4. 계약서 작성시 신설조항 

 - 경영권의 보장 

 - 품질관리 

 - 환경관리 

 - 보건과 안전 

 - 위탁업체의 직원 

 - 서비스 감사와 모니터링 

 - 커뮤니케이션 

 - 제휴(Partnering) 

 - 배상 

 - 지급 

 - 도급계약자의 혁신 

 - 성과중심계약의 요건 – SLA/PBC 

   ex) 인천공항 – 8년 연속 세계1위 

합리적인 민간위탁 조례 

정치적 압력 배제 

입찰서류 

공정성 투명성 확보 

합리적 계약서 

위·수탁 및 고객간 Gap 줄임 

원가계산서 

예산집행의 정당성, 효과성 확보 

SLA : Service Level Agreement,  PBC : Performance Bas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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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민간위탁 관리모델(COMM)  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     

O – T – C – C - M – A – I - C 



Step 5. Measure 
 

성과평가모델 및 지표개발 

Step 7. Improve 
 

개선하기 

 Step 8. Control 
 

관리하기 

 Step 6. Analyze 
 

분석하기 

Contracting out Process  / Time Schedule / 주요 활동  /  결과물 

1month 1month 2month 1year 

O – T – C – C - M – A – I - C 

SLA : Service Level Agreement,  PBC : Performance Bas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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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민간위탁 관리모델(COMM)  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     

5. 평가모델 및 지표 개발 

-  위·수탁사간 협력적 관계 기반 

- 본원적 지표 개발 

• 복지 – 중앙부처 및 지자체 평가기준 

• 환경 – 중앙부처 및 지자체 평가기준 

- 관리적 지표 도입 

• MB - Malcolm Baldrige   

• BSC - Balance Score Card  

• KSQ  - Korea Service Quality  

• AM - Asset Management 

- 평가등급제  및 개선도 평가제 도입 

• COS  CPA :  위· 수탁사간  합의도출 

6. 데이터 분석하기 

 - 과거평가 : 성과관점 

• 운영계획서 대비 운영성과 

• 계약서 대비 운영성과  

 - 현재평가 : 활동 및 관계관점 

• 고객만족도 

• 현재 경영상태 

 - 미래평가 : 미래관점 

•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한  

  향후 계획서 평가 

7. 개선하기 

 - 민간위탁 사무별 등급제 적용 

• 1 Star ~ 5 Star 

• 1 Level ~ 5 Level 

 - 세부 지표별 개선도 평가 

• 강력하게 개선 

• 충분히 개선 

• 적절히 개선 

• 적절히 개선하지 않음 

• 개선하지 않음 

8. 평가결과 활용 

- 민간위탁관리 전담팀 및 인원  

 - 수탁기업 자체평가, 발주처 확인  

- 발주처 지표개발·보완  

- SLA 수정 및 보완 

- 인센티브 

•재정적 인센티브 

•비재정적 인센티브 

- 페널티 

•재정적 페널티 

•비재정적 페널티 

- 연장계약 및 입찰 기준 활용 

- 고용승계 : 개인별 평가결과 활용 

민간위탁 서비스 종합성과평가 모델 
위·수탁 기관간 win-win 전략 

과거 – 현재 – 미래 연결 분석 
지속적 개선요인 확인 

민간위탁평가 지속적 동인확보 
비용절감, 서비스개선 
효율성제고, 민간활성화 

지속적 개선 
지속적 개선활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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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능한 단체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탁월한 관리능력을 보여줄 수 있음 

  - 절감 예산으로 추가적 사업에 투자, 더 많은 주민 서비스 기회 제공 

  -  운영 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 확대 

  -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력 강화 

  - 이해관계자(주민, 상위정부, 수탁업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강화 

단체장 

 + 재정 건전성 강화, 서비스 품질 제고 기회를 제공 

  - 민간위탁금 예산 절감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도움 

  - 예산절감으로 추가적 사업에 투자, 더 많은 시민 서비스 기회 제공 

  - 사업 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 확대 

  - 이해관계자(주민, 상위정부, 업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 강화 

단체 

 + 시민이 행복한 질 좋은 공공서비스 향유 기회를 제공 

  - 더 높은 품질의 공공서비스 향유 가능  

  - 예산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로서의 만족도 증가 

  - 공공서비스 수혜 범위 및 가능성 확대 

  -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합리적, 안정적인 예측 가능 

 

 

지역주민 

 + 위탁기업 경쟁력 강화 및 재계약 가능성 제고 

  - 효율적 관리방법 학습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고객만족도 제고 

  - 재계약 가능성 제고 

  - 경영 합리성 및 안정성 강화 

수탁기업 

07  민간위탁관리모델 (COMM) 도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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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서비스관리 지식 공유 - 벤치마킹 센터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데이터 공유 

>>행정사무 민간위탁 지식관리시스템 (ACO KMS) 
       Administrate Affairs Contracting Out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연구수행 이해관계자 

+공공부문 – 자치단체장, 경찰서장, 우체국장, 한전지점장, 한국통신지사장 

+의회부문 – 시의회의원                                          

+지역경제부문 – 상공의회소 회장, 농협중앙회 지부장 

+시민사회부문 – YMCA회장, 시민연합대표, 주부협회장 

+언론부문 – 지방신문 발행인                           

+연구부문 – 지역내 연구기관 파트장 

+학계부문 – 지역 내 대학 관련학과 학과장          

+산업부문 – 관련분야 기업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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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민간위탁 지식관리시스템 



+ 2013년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자원조사 및 정
책과제 연구(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복권판매점 적정규모 및 합리적 모집방안, 적정수수
료 등에 관한 연구(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 승강기 안전관리 위임.위탁 업무 운영체계 개선방안

(안전행정부)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적 제도개선연구(서울연구원) 
 
•자동집하시설 제척지구 민자사업 타당성(엔백)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연구(파주시) 
 
•용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평가연구(양평군청) 
 
•고마 복합문화센터(미술관,컨벤션) 민간위탁연구 
 (공주시청) 
 
•하수관거 관리대행제 도입에 따른 연구(용진환경)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SLA평가 연구(파주시청)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연구(부안군청)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 도입 타당성 연구(괴산군청) 
 
•공동구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파주시청) 

+ 2014년  

• 우편집중국 운영 외부위탁 수수료 산정 및 편익 분석
에 관한 연구 (우정사업본부) 
 

• 운정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원가 용역 (파주시청) 
 

• 단양군 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관리대행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단양군청) 
 

• 세종시 공동구 운영관리 타당성 연구용역 
  (세종특별시) 

 
• 횡성 베이스볼 테마파크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횡성군청) 
 

• 영양 볼링장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영양군청) 
 

• 탄현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른 운영 원가계산  용역
(파주시청) 
 

• 고마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수준 평가 용역 
  (공주시청) 
 
• 포항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타당성 연구 
  용역 (포항시청) 
 
• 복권판매점 적정 규모 및 합리적 모집방안, 적정수수
료 등에 관한 연구(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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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주요 연구참여 및 수행실적 

+ 2015년  

•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평가 모니터링 지침마련(산
림청) 
 

• 오두산 통일전망대 민간위탁 운영 경영평가 및 발전
방안(통일부 통일교육원) 
 

•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원가계산 및 관리방
안 컨설팅(서울시) 
 

• 기상레이더센터 통합유지보수 타당성 조사 용역(기
상청)  
 

• 화성시 민간위탁 제도 개선 및 지침 수립 연구용역
(화성시) 
 

• Eye vil 시설운영 관리방안 연구(대구광역시 북구청) 
 

• 효율적 민간투자방식 연구용역(횡성군청) 
 

•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분석 연구용역(횡성군청) 
 

• 용인시 민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원가산정 연구용
역(용인시청) 
 

•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맞는 우편취급국 수수료 개편
방안 연구용역(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 복권판매수수료 원가분석 연구(기획재정부 복권위
원회) 



+ 2010년  

•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4기 운영방안 연구 
  (안산시청) 

 
• 국가소유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환경부,환경공단) 
 

• 금강로하스 산·호·빛 공원 운영수지 분석 
  (대전시 대덕구청) 

 
• BT0하수처리시설 증설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파주시청) 

 
•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시설 도입타당성(이천시청) 

 
• 자동집하시설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파주시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산정 연구(파주시청) 

 
• 임대사업 운영분석 및 임대료 산정 연구(나노펩센터)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익산시청) 

+ 2011년  

• 제대군인 지원공단설립 운영방안 연구(국가보훈처) 
 

• 원인자부담금 산정연구(영동군청) 
 

• 중계펌프시설 민간위탁 연구(천안시청) 
 

• 소규모하수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연구(완도군청) 
 

•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서비스평가연구(파주시청) 
 

•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방안 연구(원주시청) 
 

• 경기테크노파크 임대료산정 및 공간활용방안 연구 
  (경기TP) 

 
•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연구(화성시청) 

 
• 하수재이용수시설 민간위탁 연구(평택시청) 

 
• 교하소각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연구 
  (파주시청) 

 
• 공공 하수처리시설 통합 민간위탁 방안연구 
  (파주시청)  

 
• 문막·흥업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방안연구 
  (원주시청) 

 
•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2기 운영방안 연구 
  (천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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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산업단지 기반시설 효율적 관리 거버넌스모델개발 
 (지경부,산단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규규정 정비연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용산정 연구 
 (광주시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체계개선 정밀진단 연구 
 (광주시청) 
 
•재활용폐기물 권역화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파주시청) 
 
•슬러지 건조화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원주시청) 
 
•소각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 방안 연구 
 (파주시청) 
 
•소규모상수도시설 민간위탁 방안 연구(강화군청) 
 
•원인자부담금 산정 연구(괴산군청) 
 
•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연구(영동군청) 
 
•주민체육시설 민간위탁 서비스평가(SLA)(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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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충청도 

상기 외 다수 지자체 참가 

<참가지자체> 

-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과정 (16차수 수행, 494명 교육생 수강) 

- 지자체 민간위탁 특강 (인천시/오산시/안산시/성북구/화성시/익산시 등, 430명 수강) 

http://www.cheongju.go.kr/www/index.do
http://www.gongju.go.kr/home.do


+ 자문위원  + 심사위원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조직.재정분과위원-서울시) 

•서울시상수도연구원 혁신 마스터플랜 자문(서울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 위원(송파구청) 

•서울시 체육시설 업체선정 지표(체육시설사업소) 

•하수도 책임대행 평가지표 개선연구(상하수도협회)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서울연구원) 

•부천시 민간위탁 운영관리지침(부천시) 

•파주시 민간위탁 운영방안(파주시) 

•상하수도 선진화 포럼(안행부,수공,공기업평가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주체선정(시흥시) 

•행정효율성 비용절감 메커니즘 개발(서울연구원) 

•서울시 민간위탁 계약심의 심의위원(서울시) 

•민간위탁 업체선정 및 성과평가 고시제정(환경부) 

•한국잡월드 운영자문 회의(고용노동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원가검토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중촬영장 효율적 운영방안(고양시청) 

•환경기초시설 계약관리방안 전문가의견(파주시청) 

•환경부 민간위탁지침 개정 전문가회의(환경부) 

•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업체선정(00군청) 

• 고흥,의왕 하수도 대행성과평가(대한상하수도협회) 

•  사업화연계기술개발(R&BD)사업결과 평가(생기원) 

• 하수도재정운영 효율화 연구업체선정(서울시) 

•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홍천군청) 

• 발명의 날 영상제작 업체선정 심의  

  (한국발명진흥협회) 

• 다문화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건강가정진흥원) 

•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무주군청) 

•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안산시청) 

•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심의(고양시청) 

•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심의(광주시청) 

•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심의(이천시청) 

• 지식재산권 선진진 견학 여행사선정 심의 

  (한국발명진흥협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구축 사업제안서  

  평가(파주시청) 

• 사업화기술 창출 시범사업 과제종료평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발명진흥협회 여행사선정 심의 

  (한국발명진흥협회) 

• 주민편의시설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의(파주시청) 

+ 교육 및 강의  

• 민간위탁서비스 관리자 교육(임업관리교육원) 

• 공공시장 진출전략(송파구청  

• 민간위탁서비스 관리자 교육(부여사업소) 

• 공공시장 진출 지원사업(남양주시청) 

•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시장 진출전략(성북구청) 

•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접근방법(송파구청) 

• 공공하수도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전략(물연찬회) 

• 입찰실무교육(코레일) 

• 한국잡월드 민간위탁방법 및 절차교육(고용노동부) 

• 정부시설관리 서비스평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한국생산성본부) 

• 녹색구매정책에 대한 고찰(한국구매조달학회) 

•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사업타당성 교육 

  (환경시설관리공사) 

• 환경부 민간위탁지침 활용방안 교육 

  (환경시설관리공사) 

• 원가계산 전문과정(한국정보화진흥원) 

• 계약 및 조달경제의 이해(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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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원가 산정 정부원가계산 이론과 실제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관리방안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 

2015 전국민간위탁 운영현황 민간위탁 서비스 관리자 교육과정 분쟁후 취약한 상황에서의 
정부의 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2014 민간위탁 현황분석Ⅰ전국지자체 

민간위탁 서비스  
공급함에 있어  
사회적 문제와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계약관리방법론 제시 
 
-배성기 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세부적인 원가산정 
방법과 관련 사례를  
통해 민간위탁 원가 
산정방법론을 제시 
 
 
 
-배성기 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경영을 
위한 경영학적  
관리 지표개발 및  
서비스 평가방안을  
제시 
 
-배성기 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공공감사법 
적용대상기관인 중앙 
41개  
기관, 공공 272개 
기관의 정부예산 
지출시  
합리적인 예산지출  
방법 제시 
 
-배성기 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4년 242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한 통계 
자료로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위탁 
현황을 분석 
 
-배성기 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5년 지자체별  
민간위탁 사무현황,  
위탁예산현황, 위탁 
기업의 현황, 
업체선정방법, 
위탁기간, 비용산정, 
성과평가 등을 
조사ㆍ분석함 
 
-배성기 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조례, 계약, 
비용, 평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정책결정을 돕고자 
작성 
 
-배성기 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원조의 비효율적,   
비효과적 집행을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수원국의 역량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배성기 역 – 
OECD 원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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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경영 

공공관리와 성과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공공부문 계약 입찰 지방정부 서비스계약 

공공관리와 성과의  
관계에 대해 세계적 
으로 저명한 연구자 
들의 저술을 정리.  
이 분야에 대한  
최근 동향을 파악 
할 수 있는 번역서 
<캠브리지 대학> 
-배성기 외 공역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사회기반시설을  
자산으로 인식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서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번역서 
<영국 건설사업 
연구·정보협회> 
-배성기 외 공역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공공부문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사회적 기업 
등 비영리법인의 참여 
요령 등을 정리한  
번역서 
<스코틀랜드 정부> 
 
 
-배성기 역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공공을 위한 최선의  
거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책임성과  
유연성, 공익성과  
경제성 등을 최적으로 
조합하는 것은 현대  
서비스 계약업무 제시 
<세계도시관리협회> 
 
-배성기 역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매뉴얼 관광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평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간투자사업 정책 
수립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배성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관광 분야 
민간위탁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어 실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배성기 외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민간위탁시 위탁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체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여 위탁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 관리 
감독하는 감독자 
에게는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배성기 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민간위탁 
서비스관리방법론을 
제시 
-배성기 저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THANK YOU 

대한민국을 더 나은 정부, 더 많은 사업기회 창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