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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당)
직 급

구 분

공중위생
관리책임자

남 성
위생관리원

여 성
위생관리원

비

고

근로기준법 제43조
기본급

2,513,056

1,791,374

217,476
144,984
120,820

155,023
103,349
86,124
268,706

(건강보험료의 7.38/100)

노인장기요양보험

8,828

6,912

고용보험 15/1,000

57,510

45,026

2,300

1,801

115

90

9,500

9,500

1,791,374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

인
제
수
당

건
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 차 수 당
특별작업수당

상여금(연400%)

소
재료비

퇴 직 충 당 금
계
품 명
산재보험 16/1,000
국민연금 45/1,000
건강보험 31.2/1,000

복
리

임금채권보장보험
0.6/1,000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3/1,000

후
생
비

피

복

비

작
업
화
식 비 지 원 금
교
통
비
체 력 단 련 비
소
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경

4,200
4,200
100,000
100,000
60,000
60,000
6,800
6,800
602,749
511,086
급여총액의 5/1,000

6,29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40,995 고용보험법 제6조
1,640 임금채권보장보험법 제9조
82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2착(동,하복) 및 외곽
9,500 1년
작업요원의 방한복 1착
4,200 1년 2회 지급
100,000 1식 5,000원씩 지원
60,000 1일 3,000원씩 20일분
6,800 1년 2회 지급
481,492
지방세법 제84조의3

장애인고용분담금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인 사업체는
납부의무임.

집체
온라인
기계장비감가상각비

2,500(년1인당 30,000÷12)
4,167(년1인당 50,000÷12)
기계장비금액/사용년수
년간 계약금액(10%)에 대한
이행증권수수료 년2% 적용

교육비

비

155,023 근로기준법 제56조
103,349 근로기준법 제56조
86,124 근로기준법 제60조
외곽청소 및 장비운전
의한
837,685
597,125
597,125 원가계산에
예정가격 작성준칙
319,502
250,142
227,750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153,523
3,251,843
2,960,745
(소모되는 수량 × 금액) 또는 총도급비의 20% 정도
61,344
48,027
43,7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172,531
135,077
122,985 국민연금법 제88조
제69,73조 및
119,621
93,653
85,26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보증보험 수수료
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계
일반관리비

인건비+재료비+복리후생비+경비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 9%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산출금액의 10%

합
계
부 가 가 치 세

별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2018년도 건물위생관리업(청소) 표준도급비 산출기준 내역서

1. 인 건 비
01) 기본급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통계법 제17조에 의해
2017년 10월 30일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분 직종별
임금(일당)에 의거하여 작업반장 및 단순노무종사원을 적용하였으며
월급제인 우리 업종은 평균조사노임 (일급)은 1일 8시간과 주 40시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 휴가일을 포함하여 월 26일 (209시간)
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

(1) 공중위생관리책임자 : 작업반장
(2) 위생관리원 (남.여) : 단순노무종사원

96,656원
68,899원

02) 연장근로 수당 : 시급 × 150% 적용
(적용 시급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 12,082원, 위생관리원 : 8,612.375원)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토요일 오후시간에 대청소등을 실시하여야 함으로
월 12시간 적용하여 산출함.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03) 휴일근로수당 : 일급 × 150% 적용
(적용 일급 : 공중위생관리책임자 : 96,656원, 위생관리원 : 68,899원)
주 6일 근로 후 일요일은 휴무로 하여야 하나 월 1일은 업무특성상 일요일
작업이 발생하므로 적용함.

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

04) 연차수당 : 일급 × 15일분 ÷ 12월
1년간 만근자에 대하여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근무시에는 통상
일급을 적용하여야 함.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

05) 특별작업수당 : 기본급 × 15%
남성 위생관리원이 여성 위생관리원 보다 기계장비 및 외곽작업을 담당하여야
하는등 작업량에 대비하여 기본급의 15% 가산하여 적용함.
06) 상 여 금 : 기본급에 400%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하여 적용함.
07) 퇴직충당금 : 수령액 × 근무년수

근거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 재료비
재료비는 총 소모량 × 단가로 책정되어지지만 각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르므로
총도급비의 20% 정도를 책정하여 산출함.

3. 복리후생비
01)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의 16/1,000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375호

02) 국민연금 :

〃 45/1,000

03) 건강보험 :

〃 31.2/1,000

근거 : 국민연금법 제88조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73조

04)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7.38/100
05) 고용보험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15 /1,000

근거 : 고용보험법 제6조
2004년12월31일 개정

(1) 실업급여

: 0.65 %

( 노․사 동일 ) - 적용

(2)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

(사업주) (선택 적용)

(150인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 : 0.45 %

(사업주)

(150인이상-1,000인미만 기업)

(사업주)

: 0.65 %

(1,000인이상 기업,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06) 임금채권보장보험 0.6 /1,000
보수총액의 0.6/1,000(전업종 공통)
07)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3 /1,000

(사업주)

- 적용

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노동부고시 2015-95호 2015. 12. 24
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보수총액의 0.03/1,000(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으로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

근거 : 환경부고시 2010-175호 2010. 12. 30

08) 피 복 비

: 1년 2착 (동. 하복) 및 외곽 작업요원 의 방한복 1착

09) 작 업 화

: 1년 2착 (동. 하절기)

10) 식비지원금 : 1일 5,000 × 20일 기준
11) 교 통 비

: 1일 3,000 × 20일 기준

12) 체력단련비 : 1년 2회 지급

4. 제경비
01)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지방세법 제84조의 3에 의거하여 인건비의 5/1,000를 적용함.
(2014. 01. 01)
02)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3항에 의해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50인이상은 신고의무, 100인이상의 경우 납부의무)
※ 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0.9]
03) 교육비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의한 년1회 교육비 30,000원을 12개월로 나눔.
04) 기계장비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상각범위의 계산에 의하여 적용함.
05) 보증보험 수수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하여 적용함.

5. 일반관리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인건비 + 재료비 + 복리후생비 + 경비를 포함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하여 9/100을 적용함.(2015년 6월 30일 개정)

6. 공과잡비 및 기업이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산출총액의 10/100을 적용함.

7.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총도급비의 10/100을 적용함.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1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
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④ 제2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4항의 간접노무비는 제3항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
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경비) ①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
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
분된다.

②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34조에 의한
원가계산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 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
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
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구, 내구성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어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그 사용
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
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법인세법｣상의 시험
연구비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
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자체시험검사비는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당해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
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 및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등 작업 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 구입비용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
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는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
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
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
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
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
발비, 보험료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제12조에 의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14조(이윤) 이윤은 영업이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①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등 다른 법령
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9조
에 규정된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
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단순노무종사
원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관계부처 합동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12.1)

Ⅰ

개 요

□ 추진배경
○ 최근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 이슈화

○ 이에

,

국가정책조정회의('11.11.25), 당정협의('11.11.28) 등을 거쳐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발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 공공부문

('11.11.28)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 주요 내용 >

◈ 공공부문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 용역계약시 업체선정․관리 등
준수사항 명시
◈ 청소용역 직영 전환 또는 사회적기업 위탁시 민간전문가 경영
컨설팅 지원
◈ 용역업체 근로감독 강화 등
○ 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청소용역 업무를 직영화 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

․감독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

□ 적용대상
○ 일반용역 중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적용

Ⅱ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입찰공고

○ 입찰공고 단계에서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

․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 해제
가능’ 등의 내용을 명시
-

특히, 근무인원을 명시하여 용역근로자 고용규모가 감소되지 않
도록 유의

 예정가격 산정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
*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 노임단가 >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

로 적용

* 2012년의 경우 57,859원/일

○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

=

기본급

「근로기준법」상 제수당

+

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

퇴직급여

충당금 등

◇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 또는 (사)한국건
축물유지관리협회의 건축물유지관리비 표준단가표상 노임*을 적용

* 2012년의 경우 ▴관리소장: 2,162천원/월 ▴분야별책임자(주임): 1,891천원/월
▴기능사(반장): 1,677천원/월 ▴기능사보(기사): 1,581천원/월

○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경우

i)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08년)를 기준으로 산출
하거나,

ii)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 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 을 적용(환경부 고시 제2011-147)

* 2012년의 경우 75,608원/일

 용역업체 선정

○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항목을 포함,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여부를 심사

< 확약서 내용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
급
②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③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음

○ 최저 낙찰하한율을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적용

* (국가계약) ‘14.10월부터 최저 낙찰하한율이 87.745%에서 87.995%로
변경되었음

 용역계약체결

○ 계약체결시 다음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 계약서 명시 사항

>

①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②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③ (근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④ (정보공개)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가능
⑤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Ⅲ

발 주 기 관 의 관 리 ․감 독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여부 ▴포괄적 재하청 금지 사항 준수여부 ▴용역업체 변경시
원칙적 고용승계 여부 등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
※ 국가․지방계약법 시행규칙(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1～3개월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 보완시 제외)

Ⅳ

행정사항

□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에도
위 사항 준수

※ 단순노무용역 이외 업무 외주시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외주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1.7.18>
준수 <참고 3>)

□ 全 공공기관 대상 관계부처 합동 차별 점검

상반기), 용역업체

('12.

․

근로감독(수시)시 지침 이행여부 점검 계획(고용부 소관부처 합동)

※ 용역업체 근로감독시 용역계약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외에
기재부(공공기관)․교육부(교육기관)․행자부(자치단체)에도 통보

□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위생시설 휴게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설치 또는 제공
□ 국회 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도
금번 기준에 준하여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함이 바람직
□ 문의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

,

,

,

,

,

:

,

)

,

(044-215-5211),

(02-2100-3934),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044-202-7668)

【붙임 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예시)

구 분
I. 당해용역 수행능력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III. 입찰가격
합 계

심사항목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
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
금법 준수여부

II.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배점한도
25
5
70
100

평가점수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2

0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확약서 제출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③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
다는 확약서 제출

3

0

계

5

0

【붙임 2】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예시)

인건비는

1.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

예
아니오

(

)

(

)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

① 퇴직금

,

:

예

(

)

:

아니오

(

)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 제 조 내지 제 조 」및「최저임금법 제 조 」을 준수하
.

(

107

114

)

(

28

)

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

월

일

【붙임 3】
용역 표준계약서(근로조건 부분 예시)
용역명

○○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회사 대표
○ ○ ○

발주처
계약상대자

※ 이 용역 표준계약서는「단순업무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중
근로조건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단순노무 일반용역을 계약할 때 반영해야할 사
항입니다
위 용역사업에 대하여 ○○기관의 ○○○을 발주기관 으로 하고 ○○회사 대표
○○○을 수탁업체 로 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조 종업원의 신분 ① 수탁업체 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

“

“

00

”

”

(

.

)

“

”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업체 는
“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수탁업체 는 특별한
“

”

유지한다.
제00조(근로자 임금)

사정이 없는한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① 수탁업체 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

”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 항을
1

불이행할 경우

“

발주기관 ”은

“

수탁업체 ”와 체결한 계약의 해지

·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00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

수탁업체”는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00조(포괄적재하청 금지)

“

수탁업체 ”는

“

발주기관 ”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

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00조(용역업체 관리)

“

발주기관”은

“

수탁업체”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지도할 수 있다
수탁업체 ㅇ허 체결한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제00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 발주기관 은
“

”

“

.

”

계약내용

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수탁업체 는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

”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