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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사업은 ‘작은 정부론’과 1997년 외

환 기에 편승하여 지속 으로 확장되었고 공공성이 강한 가로청소분야

까지 진출하는 실정임.

◦그러나 반복되는 수의계약에 의한 기존업체들만의 업권 보장, 직 조직 

근로자와 비교되는 열악한 근로여건, 탈법과 편법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 

추구 등의 부작용 때문에 경 자단체, 노동계, 사회감시그룹들로부터 비

난의 상이 되기도 함.

◦서울에서 나타난 문제는 열악한 근로여건에 한정됨. 그럼에도 수도 서울

의 상징성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회  치 때문에 다양한 사회  요구

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수집․운반에 여하는 모든 주체를 이롭게 

하고 사회 인 규범과도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2. 연구 목적

◦ 행업체가 효과 으로 청소사업을 이행하고 공공사업자로서 책임성 있

게 청소조직을 리할 수 있도록 핵심 인 계약조건을 정립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업체의 문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업무부담

을 완화시킬 수 있는 행업체 선정방법과 가지불방법을 발굴함. 

◦새로운 행체계가 실에 잘 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과 방법론을 

정리하고 이를 추진할 체계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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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내용 및 방법

◦ 행체계와 사례조사 : 민간 탁의 목 과 이론화된 체계를 조사함. 국내

의 행실태를 악하고자 행업체의 규모, 업체선정 방법, 행 가 지

불방법, 계약기간 등을 분석함.

◦서울시 행사업의 성과분석 : 재의 행체계가 시민의 비용부담, 청소

서비스의 질, 근로자의 근로조건, 행사업자의 수익규모, 행정의 업무부담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함. 수의계약과 랜차이즈(Franchise)의 제도  기

반도 평가함.

◦Franchise의 지속가능성 평가 : 행 가 지불방법인 실 제, Franchise, 

공 제의 장단 을 행사업 성과분석에 사용한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함.

◦ 행체계 개선방향  개선사업 설정 : 서울시 행사업의 성과분석결과

와 행사업의 당  이행목 을 고려하여 개선방향과 개선사업을 설정함.

◦추진방안 제시 : 행체계를 개선할 핵심사업들의 이행에 필요한 지침, 방

법론, 제도개선사항을 정리하고 역할분담, 추진시기와 같은 추진체계를 

강구함.

◦자료의 확보 : 서울시, 자치구, 행업체를 통해 서울과 련된 자료를 확

보하고 국  해외의 실태는 기존연구와 련기 의 공개자료를 이용해 

악함.

Ⅱ. 주요 결과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의 민간위탁은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을 위해 추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직 수행(직 ), 공사나 공

단에 임, 민간기업에 탁수행( 행)의 형태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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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은 효과성이 뛰어나고, 행은 자율성과 문성을 기반으로 효율 이며, 

공사나 공단에 임은 직 과 행의 간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민간 탁을 선택하는 보다 근본 인 이유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성을 활용하며, 행정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함임. 

◦ 행업체 선정방법(경쟁입찰, 격심사, 수의계약)과 행 가 지불방법(실

제, Franchise, 공 제)은 행사업의 성과에 큰 향을 미친다고 함.

2. 우리나라의 주요 대행업체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대가지불방법은 

실적제

◦국내 232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조직은 39개(18%)가 직 , 

19개(5%)가 행이고, 나머지 157개(72%)는 행과 직 방식을 혼용함. 

◦ 국에는 689개의 행업체가 업 이며, 업체당 평균 차량 10 , 인력 

22인을 보유하고 연간 11억원의 행 가를 확보함.

◦2008년의 조사결과, 652건의 행계약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선정은 

562건(87%)이고, 수의계약의 반복으로 일부지역의 계약기간은 40년

에 이름(1회 계약은 1~3년 범 ).

◦ 국 부분의 지역이 실 (수거량, 행지역규모)에 따라 행 가를 지불

하며, 서울(Franchise), 주( 공 제)만 다른 형태로 행 가를 지불함.

3. 서울 대행체계의 틀은 수의계약과 Franchise

◦서울에는 119개(2011년 기 , 이  3개는 가로청소만 담당)의 행업체

가 업 이며, 업체당 26인의 인력과 13 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연

간 수수료수입은 14억원 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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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행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가 수의계약방식으로 행업체를 

선정하며, 신규 행지역도 다음 계약부터는 수의계약으로 회귀함.

◦재활용품 수거, 가로청소 등 배출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역만 실

에 따라 행 가를 지불하고 일반쓰 기, 음식물쓰 기, 형폐기물은 

Franchise 방식으로 지불함.

◦1회 계약기간은 1~2년에 불과하나 반복되는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기

간이 2008년 기  16년(최장 32년)에 이름.

4. 현 서울 대행체계의 최대성과는 시민의 비용부담 및 행정의 업무부

담 완화

◦ 행업체 청소비용의 60%를 차지하는 노무비가 직 조직(월 320만원)보

다 100만원 정도 낮고 실 제 지역(월 220~330만원)보다도 낮아 청소비

용의 감에 유리함. 이는 Franchise의 장 이기도 함.

◦수입규모, 업주 재임기간, 업체 업기간, 노사분규와 같은 행업체의 경

여건은 청소서비스의 질(Outcome)과 무 함. 

◦노동조합형태(조합유무, 노동조합 종류)와 같은 외  요인이 업주의 의지 

는 근로자의 임 에 향을 주며, 많은 행업체들이 근로자임 을 올

려  잠재력을 보유함.

◦업체의 사업물량이 업주의 수익규모에 향을 주어 일부 업체가 어려움을 

겪지만 많은 업체들이 충분한 수익을 확보 임. 오히려 경쟁입찰과 같이 

정수 으로 수익규모를 유지할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재 서울시 자치구들은 행정인력 1인으로 행업체를 리 이나 Franchise 

행 가 지불방식이 아닐 경우 리인력은 자치구당 6인으로 증가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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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의 대행체계는 제도적으로 보완 필요

◦수의계약에 의한 행업체 선정은 ‘ 업구역 제한’이라는 ｢폐기물 리법｣

의 규정에 입각한 조치이나 계약 련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앙정부 

한 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을 장려하고 있음(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Franchise 행 가 지불방식은 자치법규인 조례의 규정하에 운 되고 있

어 일반 인 재정법규인 ｢지방재정법｣에 련규정이 마련된다면 Franchise 

이행기반이 더 강화될 것임.

◦수집․운반 업무를 행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원가계산을 해야 

하나(폐기물 리법 제14조), 서울의 Franchise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고 

추가 인 업무부담으로 인식함.

6. 그럼에도 서울의 Franchise는 경쟁력이 있는 대행대가 지불방법

◦ 행 가 지불방법인 실 제, Franchise, 공 제의 장단 을 주민비용부

담, 청소서비스, 근로자 복지, 업주 수익규모, 행정업무 부담의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실 제는 평범한 특성을 보임.

◦ 공 제는 근로자 복지에서 유리하나 주민비용부담, 청소서비스의 질, 

행정업무부담 완화 측면에서 취약함. 특히 자치구가 산의 책정과 지출

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일 유인책의 활용이 불가함.

◦Franchise는 근로자 복지에서 불리하나 주민비용부담, 행정업무부담 완화 

측면에서 유리함.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될 행업체의 업무이행실 평가

는 근로자 복지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할 장치가 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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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건의

1. 대행체계 개선을 위해 ‘적정계약조건 설정’,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조합한 업체선정’, ‘Franchise와 실적제를 병행한 대행대가 지불’ 등 

3가지 개선사업이 필요함. 

◦ 행체계는 주민부담을 이고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근로자와 업주

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행정의 업무부담을 완화시켜야 함. 청소조직의 효

율성 제고와 문성 제고라는 행사업의 목 달성도 요한 요소임.

◦개선사업들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 지침 개발, 방법론 정립, 제도개

선 등의 변정비사업이 요구됨.

2. 적정계약조건은 건전한 대행체계의 근간을 구성함.

◦계약기간 : 1회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우수업체에 한해 최  9년의 기

회 제공

◦ 행업체의 규모 : 수거량을 기 으로 월 2,400톤 이상, 청소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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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50인 이상

◦ 상폐기물 : 일반쓰 기, 음식물쓰 기, 재활용품을 동일업체가 담당

◦근로자 복지 : 월 250만원 이상의 임 을 유지하고, 휴게실, 근무복, 여름

휴가 등 보장

3. 대행업체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우수업체에게는 일정한 기간 

내에서 수의계약기회를 부여함.

◦ 행업체 선정구조

1. 공개경쟁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경쟁입찰)

2. 업무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수의계약기회를 부여한다.(수의계약 병행)

3. 단일계약기간은 3년, 연장계약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안정된 영업기간 보장)

4. 최대 2회 연장계약 후에도 기존업체는 신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참여기회 무한보장) 

◦업무이행실  우수업체 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환경부 폐지원관리과 -1849)

  -계약기간 연장 : 3년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입찰참여 제한 : 3년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

  -수의계약 시 계약해지 : 3회(년) 연속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  

4. 배출자수수료부담 부분은 Franchise방식으로, 나머지는 실적제 방

식으로 대행대가를 지불함.

◦ 행 가의 구조

1. 배출자수수료는 대행업체가 직접 징수하고 지출한다.(Franchise)

2. 배출자수수료로 충당할 수 없는 대행대가는 지자체가 지급한다.(실적제)

3. 재활용품의 수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한다.(재활용성과금)

4. 업무이행실적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업무이행실적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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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가 산정방법

▪총대행대가 = (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수집운반원가

▪지자체 대행대가 = 총대행대가 - 배출자수수료 

▪단위지자체 대행대가 = 지자체 대행대가 ÷ (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양

▪지자체 대행대가 = 단위지자체 대행대가×(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수거량

◦재활용성과  산정방법

▪재활용목표량 : 입찰 또는 계약 시 대행업체가 제안(톤)

▪재활용인센티브 : (재활용실적량-목표량)×단위지자체 대행대가×재활용성과금계수(0~10%)

▪재활용페널티 : (목표량-재활용실적량)×단위지자체 대행대가×재활용성과금계수(-10~0%)

◦업무이행실 성과  산정방법

▪업무이행실적 인센티브 = (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수거량×단위지자체 

대행대가×업무이행실적성과금계수(0~5%)

▪업무이행실적 페널티 = (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수거량×단위지자체 

대행대가×업무이행실적성과금계수(-5~0%)

5. 대행업무의 실적 관리로 개선된 대행체계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함.

◦업무이행실 평가 : 장평가는 계 특성을 감안하여 연 4회 이상 실시하

며, 자치구가 평가를 주 하되 자치구의 업무부담  재정부담이 경감되

도록 서울시가 일부항목을 평가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 투 매/수수료수입 모니터링 : 월별 매 는 수입실 을 악하며, 

행업체가 주기 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춤.

◦퇴직 립 모니터링 : 총원  개인별 퇴직  립상황을 악하며, 연 1

회 보고체계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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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행체계의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기반사업이 요구됨.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제도 운 지침 마련 : 이 연구에서 제

안한 정계약조건, 업체선정방법, 행 가지불방법, 업무실  모니터링

사항을 담아 개선의 방향과 필요성을 알림. 

◦사업안정성을 보장하는 계약기간 근거 마련 : 각 자치구의 계약 련 자치

법규 는 행업체 업무이행실 평가조례에 수의계약  계약기간에 

한 규정을 담음. 

◦Franchise 이행 근거 강화 : 자치법규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장기 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재정법규에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입찰안내서 표 안 마련 : 업체들에게 경쟁입찰 참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사업규모, 고용조건, 기술조건, 제출서류 등에 한 내용을 정립하여 자치

구에 보 함. 

◦청소원가 계산 : 환경부의 지침에 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여 자치구에 

달함.

◦ 격심사 기  마련 : 경쟁입찰방식으로 행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의 평

가방법을 정하여 자치구에 보 함.

◦Franchise지역의 징수수수료 정산방법 정립 : 행업체가 변경될 때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신규업체에게 달하는 방법론을 정립하여 자치구에 보

함.

◦업무이행실 평가를 한 정부 간 력체계 구축 : 자치구가 평가를 주도

하고 서울시는 지원방안을 검토함.

◦ 정업체수 유지를 한 허가체계 : 자치구별 정업체수  이를 유지하

기 한 허가체계를 만들어 보 함. 

◦폐기물종합 리업 육성 : 장기 으로 수거에서 처리까지 총 하는 행업

체를 육성하여 종합 으로 지자체의 폐기물 리를 담당하게 하며, “폐기

물종합 리업”을 폐기물처리업의 하나로 신설함.



x

7. 대행체계 개선사업은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함.

◦업무 차별로 연 지침  방법론 활용

◦ 한 업무분담

업무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1. 관련 지침 마련

∘대행제도 운영지침

∘입찰안내서 표준안

∘청소원가계산방법

∘적격심사기준

∘적정업체수 및 허가

절차

∘업무이행실적평가

▪지침 작성

∘청소원가계산방법

∘업무이행실적평가

▪지자체 보급

▪지침 작성

∘나머지

▪지침 보완

∘청소원가계산방법

∘업무이행실적평가

▪자치구에 보급

▪활용 또는 이행

2. 방법론 개발

∘Franchise 징수수수

료 정산방법

▪개발 및 보급 ▪활용 

3. 제도정비

∘Franchise 시행근거 

마련

∘계약기간 연장/수의

계약 근거 마련

∘적격심사기준 마련

▪지자체 관련조례에 

명시

▪내부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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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추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행

업체 

관리

현재의 계약형태 유지(수의계약)

업무이행실적평가

봉투판매/수수료수입 모니터링

퇴직급적립 모니터링

경쟁입찰/연장계약

재활용/업무이행실적성과금 지급

기반

마련

수집운반 대행제도 운영지침 마련 

업무이행실적평가조례 제정

계약기간 연장/수의계약 근거 마련

청소원가 산정방법 정립

적정대행업체수 및 허가절차 지침 

Franchise 이행근거 강화

입찰안내서 표준안 마련

적격심사기준 마련

각종 방법론 개발 : Franchise 징수수

수료 정산방법, 재활용성과금 규모결

정방법, 업무이행실적성과금 규모결

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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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의 민간 탁( 는 행)은 1980년

를 후로 도입되었으며 기에는 시장과 아 트단지가 사업 상이었다. 그 

후 효율성을 시하는 “작은 정부론”의 두와 1997년 외환 기에 이은 지자

체 재정수입 감소는 민간 탁의 상을 단독주택까지 확장시켰으며, 일부 업

체는 통 인 공공사업의 역으로 인식되던 가로청소에까지 진출하 다. 그 

결과 서울 119개소(2011년 재)1), 국 약 700개소의 행업체(2008년 기

)2)가 기 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당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

반 업무를 행하고 있다3). 지 까지의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행업무는 

더 늘어나고 업체수도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집ㆍ운반 행사업이 순조롭게만 진행되고 사회 모든 분

야에서 정 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경 자단체에서는 수의계약이 

1)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2) 환경부, 200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허가받은 업자에게 행가능(폐기물 리법 제1조 제2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폐기물 리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서울특별시 사무 임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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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으로 반복되어 경쟁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을 근본

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 한다. 실제로 경기도 AY시의 한 업체는 반복

인 수의계약으로 이미 40년 이상 행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에도 30년 이상 

업권을 유지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다. 노동계에서도 행업체 경 방식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데, 그 핵심은 낮은 임 과 열악한 근로여건이다. 행업

체의 환경미화원 보수(월 210만원 수 )가 지자체에서 직  리하는 직 조

직의 환경미화원 보수(월 310만원 수 )의 70% 수 에 불과하고 작업종료 후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할 수 있는 휴게공간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서울 행업

체들의 실은 표 인 문제로 거론된다. 편법을 사용하다가 사법당국으로부

터 처벌을 받는 업체들도 있다. 인력 과다계상, 책정치보다 낮은 인건비 지 , 

수거량 조작에 의한 행 가의 과다 청구 등이 그 이고 이러한 부정은 수

거량 는 업무량을 기 으로 행 가를 지불하는 지방도시에서 주로 발되

고 있다. 

사법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편법이나 불법이 서울에서는 발생하지 않았

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서울의 행사업이 재의 체계에 안주할 명분이 될 수

는 없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은 국 으로 행체제의 개편을 요구하는 

거스를 수 없는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사업의 주체인 지자

체들도 이러한 문제 을 여러 경로를 통해 하고 실제로 경험하기도 한다. 그

럼에도 이러한 체제가 지속되는 것은 경쟁원리를 도입하면 안정 인 서비스 

제공이 보장될 수 있는가, 수집ㆍ운반수수료 는 행 가가 실화되면 지

자체의 재정여건이나 주민들이 수용할 것인가, 이상의 문제를 모두 완충할 

행체계가 있는가 등에 한 확신이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고 장에서의 고민

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 자신

의 업무를 행하는 지자체, 서비스생산의 원천인 근로자, 공익과 리를 동시

에 추구하는 기업인 행업체 모두에게 이롭고 사회 인 규범도 고려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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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 이 있다. 구체 인 연구목표는 다음의 3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행업체가 효과 으로 청소사업을 이행하고 공공사업자로서 책임성

있게 청소조직을 리할 수 있도록 핵심 인 계약조건을 정립한다. 

둘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업체의 문성을 제고하며 행정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행업체 선정방법과 가지불방법을 발굴한다. 

셋째, 새로운 행체계가 실에 잘 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과 방법

론을 정리하고 이를 추진할 체계를 제시한다. 

근래 들어 정부는 ｢폐기물 리법｣의 개정을 통해 행업체의 업무이행실

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약이나 가지불에 반 하며, 행원가를 분석하게 

하고, 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는 등4) 투명하고 공정한 행체

제의 운 을 지원할 제도 인 틀을 다져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 연구에서 

구상하는 행체제의 개편과 새로운 체제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이 연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행체계와 사례 조사, 서울시 행사업의 성

과분석, 행체계 개선방안 도출, 개선사업의 추진방안 제시의 순으로 진행된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행체계와 사례조사”에서는 먼  민간 탁을 시

행하는 이유와 이론화된 행체계를 소개한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업

의 실태를 악하고자 업체규모, 업체선정방법, 가지불방법, 계약기간 등을 

분석한다.

4) 폐기물 리법 제14조 제6항(계약 시 원가계산, 행실  연 1회 이상 평가  결과 공개, 계약

만료 시 행비용 지출내역 공개 등),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지침(업체는 공개경쟁에 의한 선

정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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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사업의 성과분석”은 이 연구에서 매우 요한 부분이다. 근본

인 변화를 요구하는지, 재의 체계에서 개편을 요구하는지를 단하는 핵

심자료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성과분석에는 행사업과 련된 일체의 자료가 

활용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조하에 련자료를 확보한다. 서울의 

행체계가 제도 으로 뒷받침되는지도 분석한다.  

“ 행체계 개선방안 도출”에서는 서울시 행사업 성과분석 결과와 민간

탁의 이론 인 시행목  등을 감안하여 어느 수 에서 개선하고 어떤 사업목

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우선 결정한다. 다음으로 각 사업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확정한다.

“개선사업의 추진방안 제시”에서는 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구 하는 데

에 필요한 사업, 추진체계 등을 정리한다.

연구의 수행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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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행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목적과 체계

1. 청소사업과 민간위탁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책임이 부여된 업무로 

공공서비스사업의 한 부분이다. 청소사업을 공공서비스사업으로 분류하는 것

은 폐기물이 비배재성5), 비경합성6), 비사 재7)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청

소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추어 직  수행할 수 있

고, ｢폐기물 리법｣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에게 탁하여 수

행할 수도 있다(<그림 2-1>). 

5) 비배재성 : 생활폐기물은 인간이 활동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서비스 제공을 한정할 수 없음.

6) 비경합성 : 한 가구의 서비스 소비가 다른 가구의 서비스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음.

7) 비사 재 : 폐기물은 표 인 환경오염물질로 시에 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인간

과 생물 모두의 공동자산인 환경자원을 오염시키게 됨.



10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

<그림 2-1> 청소사업과 민간위탁의 관계

청소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  수행하는 직 방식은 공공성을 띄면서 

도시 역에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재난쓰 기, 시 쓰 기 등

에 효과 으로 응이 가능한 이 이 있다. 이 방식은 일본, 독일 등 사회주의 

성격의 국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민간 탁방식은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효율 인 청소업무 수행이 기본 목표이다. 이 방식은 

비용 감 등의 효율성과 효과성, 문성을 기 할 수 있으며 미국, 국, 랑

스, 우리나라 등 시장주의 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공사․공단방식

은 직 의 효과성에 민간 탁의 효율성을 가미한 방식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행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독일의 많은 지자체와 우리나

라의 시, 안성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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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방법 내용

직접제공(직영)

▸도시 모든 생활폐기물 배출원에 양질의 청소서비스 제공(효과성)

▸특히 재난쓰레기, 시위쓰레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일본, 독일 등 사회주의 성격의 국가에서 많이 활용

공사 ․ 공단

▸직영의 효과성에 부분적 효율성을 가미한 방법

▸인력 및 장비관리, 예산 등이 분리되면서 행정업무의 부담 완화

▸독일의 많은 지자체, 우리나라 대전시, 안성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

민간위탁(대행)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이 기본 목표

▸수수료 징수권까지 부여할 경우 행정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미국,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등 시장주의 국가에서 주로 채택

<표 2-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서비스의 제공방법

2. 민간위탁의 목적과 체계

우리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

탁방식으로 수행하고 있고,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사업을 

민간 탁으로 수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효율성 제고와 이에 따른 비용 감 때

문이다. 직 에서 행으로 환할 경우 일반 으로 30~40%의 인력이 감소하

고, 임 도 직 미화원보다 낮아 원가 감에 유리하다. 한 민간기업의 장

인 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청소수요에 맞게 인력을 탄력 으로 배치하고 

합리 인 수거동선도 채택할 수 있다. 더불어 장비에의 투자를 통해 장비의존

형 수거체계로의 환도 가능하다. 인력  장비 리 등과 련된 행정업무의 

부담이 완화되고 Franchise 지역에서는 수수료 징수 업무가 고 수수료 징수

율도 향상된다고 한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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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내용

효율성 제고

▸직영지역에서 대행지역으로 전환 시 인력의 30~40% 절감이 일반적인 사례

▸직영미화원보다 임금이 낮아 원가절감에 유리

▸청소횟수 규정, 업무이행실적평가를 통해 일정수준의 서비스질 보장

전문성 활용

▸청소수요의 변화(요일, 계정)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인력 배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수거동선 결정

▸장비의존형 수거작업, 적환의 적절한 활용, 수송장비의 대형화 등 추구

행정 업무부담 

완화

▸청소계획 수립 및 시행, 인력 및 장비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부담 완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관련 행정업무 감소

▸Franchise 지역에서는 수수료 징수 관련 업무가 줄고 징수율도 향상

<표 2-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의 목적 

행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표 2-3>과 같이 경쟁입찰, 격심사, 수의계

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쟁입찰(가격입찰)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가격을 기

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격심사는 기술력, 경험, 재무상태, 제안가

격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분야

는 공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경쟁입찰(가격입찰)보다 격심사 방법을 

더 선호한다. 한 이후 이 연구에서 언 하는 경쟁입찰방식은 격심사방식

을 의미한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립되는 개념으로 경쟁입찰이 불리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경쟁에 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용되는

데, 우리나라의 청소분야는 서비스의 안정 인 공 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가

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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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경쟁입찰

(가격입찰)

▸낙찰(落札) 희망 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 중에

서 가장 유리한 내용의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

▸지명경쟁입찰 또는 일반경쟁입찰로 세분됨

적격심사

▸계약을 희망하는 자가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을 낙찰받는 제도

▸경쟁입찰과 비교하여 수익성 제고, 부실사업 방지, 목표의 충실한 달성에 

더 비중을 둠

▸지나친 저가입찰은 업체의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대행사업의 질에도 악

영향을 끼치는 만큼 기술력, 경험, 재무상태, 제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분야는 공공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바, 적격심사에 

의한 대행업체 선정을 경쟁입찰(가격입찰)보다 더 선호

수의계약

▸경쟁입찰과 대립되는 개념

▸경쟁입찰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적용

▸청소분야, 특히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분야는 서비스의 안정적

인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많이 활용

<표 2-3> 대행업체 선정방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업체에 한 행 가 지불방법은 크게 실 제, 

Franchise, 공 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실 제는 입찰가격(경쟁입찰의 경

우) 는 계약가격(수의계약의 경우)을 일의 양이나 행기간을 기 으로 분할

하여 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톤당단가제 는 지역도 제의 형태

가 많다. 톤당단가제는 입찰가격( 는 계약가격)을 상되는 총수거물량으로 

나 어 단 무게당 가격을 산출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수거량(수거실 )을 곱

하여 행 가를 지불한다. 지역도 제는 입찰가격( 는 계약가격)을 계약기

간으로 나 어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행 가를 지불한다. 실 제에서 배

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징수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 이다. 

Franchise에서 행 가는 배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행업체가 직  징수

하는 방식으로 지 된다. 수수료의 요율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쓰 기종

량제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역에서 행 가는 쓰 기의 양이 많으면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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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어든다. 결국 수거실 에 비례하므로 Franchise는 톤당단가제에서 양

에 비례하여 행 가를 지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 자치구로부터 가를 

받느냐, 배출자로부터 직  받느냐는 차이만 있다. 공 제는 최근에 우리나

라 일부지역 는 공공서비스분야에서 활용하는 행 가 지불방법이다. 행

업체가 일정지역의 청소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이

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토 로 노무비, 경비, 일반 리비, 이윤을 산출하

여 행 가를 지불하게 된다. 조직형태가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업)을 허가받은 민간기업일뿐 정부기 에서 운 하는 공사․공단과 유사

한 형태로 지자체가 책정한 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운 된다.

종류 내용

실적제

▸인력과 장비소요량을 토대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안하여 

총위탁비용 산출

▸일정기간 동안 수거한 물량에 비례하여 대행대가를 지불하면 톤당단가제, 총비용을 

위탁비용 지불기간으로 나누어 대행대가를 지불하면 지역도급제라고 함

Franchise
▸수수료율은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대행업체에게 수수료 징수권 부여

▸징수된 수수료로 대행비용 충당

준공영제

▸일정지역의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를 대행업체가 제안

▸지자체가 승인한 인력과 장비에 대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감안하

여 대행대가 지급

<표 2-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대가 지불방법

제2절 국내 생활폐기물 대행실태

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규모

1) 허가업체수

국 232개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직  수행하는 지

자체는 39곳에 불과하고 19곳은 체 업무를 민간 탁하고 157곳은 직 과 

민간 탁을 병행한다. 행업체는 역자치단체장이 허가하며, 지자체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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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기 자치단체장에게 권한 임이 가능하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업체수는 2004년 673개소에서 2009년 826개소로 증가했다. 서울시 소재 업체

수도 2001년 112개에서 2010년 119개소로 지속 으로 증가했다. 

도시명 전체직영8) 전체위탁9) 혼용

서울 0 2 21

전국 39(18%) 19(5%) 157(72%)

자료 : 환경부, 200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표 2-5>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수행방법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허가업체수(개) 673 681 689 694 792 826

자료 : 환경부, 200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환경부, 2009, ｢(2008)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 2010, ｢(2009)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표 2-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허가 현황 

<그림 2-2>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허가현황

8) 해당 기 자치단체는 경기(하남, 여주, 오산), 강원(동해, 양구, 고성, 양양), 충북(괴산), 충남(공

주, 논산, 계룡, 청양), 북(남원, 김제, 무주, 임실, 순창, 고창), 남(목포, 구례, 고흥, 보성, 장

흥, 강진, 암, 완도, 진도), 경북(상주, 의성, 덕, 청도, 천, 울릉), 경남(사천, 하동, 합천)임.

9)  해당 기 자치단체는 서울(노원, 송 ), 경기(의정부, 주), 강원(속 , 원주, 철원), 충북(단

양), 충남(당진, 부여), 남( 양, 담양, 여수), 경북(군 , 고령, 화), 경남(진해)임.



16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방안

2) 도시규모별 허가업체수

서울에는 자치구당 평균 4.8개, 역시의 지자체에는 평균 3.8개, 도 지자체

에는 평균 2.6개의 행업체가 있다. 

구분 전체 대행업체수(개소)
1개 광역시·도당 

평균 대행업체수(개소)

1개 지자체당 

평균 대행업체수(개소)

서울시 119 - 4.8

광역시 284 47.3 3.8

도 405 45 2.6

전국 689 43.1 3.0

자료 : 환경부, 200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내부자료(2011)

<표 2-7> 도시규모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수

3) 인력 및 수입 규모

국의 689개 행업체는 6,907 의 차량(업체당 평균 10 ), 15,116명의 환

경미화원(업체당 평균 22인)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기 으로 서울의 119개 

행업체는 1,510 의 차량과 3,096명의 환경미화원으로 행업무를 수행하며 

행 가는 7,700억원 수 이다. 연간 업체당 행수입은 국 11억원, 서울 

14억원이다. 

시도명 지자체수
대행업체 현황 대행대가

(백만원)대행업체수(개소) 차량대수(대) 미화원수(명)

서울 25 119 1,510 3,096 171,564

전국 232 689 6,907 15,116 769,187

자료 : 환경부, 200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내부자료(2011)

<표 2-8>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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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의 규모

서울의 행업체는 업체당 인력수(26인)가 제조업(10인)의 2.5배 수 이나 

업체당 매출실 (수집․운반업 14억원)은 제조업(150억원)의 1/10에 불과하다.

자료 :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2009

<그림 2-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과 타 업종의 종사자수 및 연매출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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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행업체 선정방법

시장의 시각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업체는 경쟁방식으로 선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업무 편의성  지 불가피성을 이유로 많은 지

자체가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것이 실이다. 2008년 국의 지자체를 상으

로 한 조사에서10) 총 652건의 계약  수의계약이 86.8%(562건)로 부분을 

차지하고 경쟁입찰은 13.8%(90건)에 불과하다.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서울(100%), 울산(100%), 남(100%), 경남(100%)이며, 경쟁입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북(71.4%)이다.

도시명

(총계약수)

수의계약 경쟁입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119) 119 100 0 0

부산(34) 33 97 1 3

대구(39) 27 69 12 31

인천(62) 58 94 4 6

광주(7) 6 86 1 14

대전(13) 9 69 4 31

울산(22) 22 100 0 0 

경기(182) 168 92 14 8

강원(37) 29 78 8 22

충북(35) 21 58 15 42

충남(17) 14 82 3 18

전북(17) 6 29 15 71

전남(12) 12 100 0 0

경북(40) 37 93 3 7

경남(29) 29 100 0 0

제주(3) 0 0 3 100

전국(652) 562 87 90 14

자료 : 환경부, 200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내부자료(2011)

<표 2-9>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계약방법

10) “공개모집 후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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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행대가 지불방법

행 가 지불방법은 지자체가 결정한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는 일반쓰 기

와 음식물쓰 기에 하여 Franchise 방식으로 행 가를 지불하고, 인천시와 

구시는 수거량에 비례하여 행 가를 지불하는 톤당단가제를 활용한다. 부

산시는 일정지역을 청소하는 비용을 산정하여 행 가를 지불하고(지역도

제), 주 역시는 자치구가 승인한 인력과 장비의 운 비용 형태로 행 가

를 지불( 공 제)한다. 

구분 지역예

실적제
   ∘톤당단가제 : 인천직할시, 대구직할시

   ∘지역도급제 : 부산직할시

Franchise 서울특별시

준공영제 광주직할시

<표 2-10> 지역에 따른 대행대가 지불방법

4. 계약기간

1) 1회 계약기간

국에서 가장 긴 1회 계약기간은 10년이다. 그러나 평균 계약기간은 1.4년

에 불과하다. 서울과 주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이고, 은 3년 이내, 구

는 4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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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계약기간

2) 누적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국 평균 11.2년으로 평균 1회 계약기간인 1.4년의 8배이

다. 그만큼 수의계약이 반복 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평균 

계약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서울(16.3년)이다. 계약기간이 국 평균인 

11.2년보다 긴 지역은 경남(15.4년), 주(15.3년), 부산(14.8년) 등이다. 반면 

계약기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구(5년)이며, 이어 제주(5.3년), 북(7.7

년), 강원(8.3년), 충북(8.7년), 충남(8.8년) 순으로 짧다. 지역별 계약기간

은 8.5년부터 약 40년까지 분포한다. 경기도 A시는 1970년  에 2개의 업체

와 계약을 맺은 후 재에 이르고 있고, B시는 1969년에 최 로 계약을 한 업

체가 지 까지 행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계약기간은 조사

시 인 2008년에 이미 40년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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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계약건수) 평균 기간(연) 최장 기간(연) 최단 기간(연)

서울(92) 16.3 31.9 1.0 

부산(34) 14.8 31.6 0.6 

대구(39) 5 14.5 0.3 

인천(62) 10.6 29.0 1.4 

광주(8) 15.3 22.0 0.9 

대전(13) 9.9 26.6 0.1 

울산(22) 9.2 26.6 5.3 

경기(184) 11 39.3 0.3 

강원(30) 8.3 14.0 2.8 

충북(37) 8.7 20.0 0.2 

충남(19) 8.8 22.7 3.6 

전북(16) 7.7 25.5 0.2 

전남(12) 10.9 26.7 2.5 

경북(40) 9.3 21.8 0.8 

경남(28) 15.4 34.5 3.5 

제주(3) 5.3 8.5 2.5 

전국(639) 11.2 39.3 0.1 

자료 : 환경부, 200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방안 연구｣.

<표 2-11> 지역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누적계약기간

제3절 서울시 대행체계의 성과

1. 서울시 대행체계 개요

서울시에는 재 119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업체가 업 이다. 

이  116개 업체는 일반쓰 기, 음식물쓰 기, 재활용품, 형폐기물 등을 수

집․운반하고 3개 업체는 가로청소만 행한다. 자치구별 평균 행업체수는 

4.8개이다. 강남구가 10개로 가장 많고, 강북구가 2개로 가장 다. 이들 행

업체는 환경미화원을 3,096명(미화원 1,957명, 운 원 1,139명), 차량을 1,510

 보유하고 있다. 업체수입은 자치구별로 업구역과 상폐기물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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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 연평균 수입은 14억원이나, 최소 7천만원에서부터 45억원에 이르기까

지 업체별로 차이가 크다. 행업체의 선정은 기존업체와의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 새로운 행지역이 형성될 때는 경쟁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다. 

하지만 1회 계약기간 경과 후 다음 계약부터의 업체선정은 인근지역과 동일하

게 수의계약으로 바 다. 행 가 지불방식은 Franchise이고 일반쓰 기, 음

식물쓰 기 는 형폐기물 등 배출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품목이 그 상

이다. 배출자수수료로 충당할 수 없는 행 가는 지자체의 재정보조로 충당

되나 극히 일부지역 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재활용품 수거, 가로청소 등 배

출자의 수수료부담이 없는 역은 지자체의 재정에서 행 가가 지불된다(실

제). 1회 계약기간은 1~2년으로 매우 짧지만, 반복 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

져 2008년 기  업체별 계약기간은 평균 16년, 최장 32년이었다.  

구분 내용

담당 영역

▸총 업체수 : 119개소

   116개 업체 :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또는 대형폐기물

   3개 업체 : 가로청소

업체 규모

▸환경미화원(운전원 포함) : 3,096인

▸수거차량 : 1,510대

▸대행수입 : 7천만원 ~ 45억원(평균 14억원)

대행업체 선정
▸수의계약

▸신규 대행지역 발생 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이후에는 수의계약

대행대가 지불

▸Franchise :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대형폐기물 수거(일부 지자체는 

부족분을 보조)

▸실적제 : 재활용품 수거, 가로청소 등  

계약기간 
▸1회 계약기간 : 1~2년(평균 1.6년)

▸누적계약기간 : 1~32년(평균 16.3년)  *2008년 기준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2011)

<표 2-12>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체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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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대행체계의 성과분석

1) 분석방법

서울시의 119개 행업체를 상으로 하여  행체계의 성과를 분석하

다. <표 2-13>과 같이 성과 역은 주민, 도시미 , 근로자, 업주, 자치구의 입

장 등 총 5개 역으로 구분하 다. “지역주민의 청소비용 부담”은 재의 

행체계가 다른 청소서비스 제공방법이나 다른 유형의 행체계보다 주민들에

게 부담을 주는 방법인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청소조직의 운 방식에 따라 청

소비용은 다르다’라는 제하에 인건비 등 비용요소를 비교한다. 행업체가 

할 지역에서 창출하는 “청소서비스의 수 11)”은 업체내부의 경 여건에 

향을 받는 것으로 본다. 즉, 업체의 수입규모, 업주의 경 노하우 는 근로자

의 작업경험은 청소서비스에 정 인 향을 주고 노사분규와 같은 작업방해

요소는 청소서비스 질을 낮출 것이라는 제하에 분석을 진행한다. 청소서비

스 창출의 원천이자 핵심요소인 “근로자의 복지” 한 경 여건과 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련되는 경 여건은 업체의 수입규모, 근로자의 경험, 노

동조합 결성 등이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결성은 내부여건으로 분류할 수 있

지만 업주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으로 볼 수도 있다. 재의 업

체수입규모에서 근로자의 입 이 하게 지 되는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지도 평가한다. “ 행업체의 수익확보”에서는 업체의 수입이 수입규모나 사업

규모와 연 이 있고, 재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고 제한다. “지자체 

행정수요”는 실 제에서의 업무부담과 Franchise에서의 업무부담의 차이를 통

해 분석한다.

11) 여기에서 청소서비스는 작업능률(Output)이 아닌 작업품질(Outcome)을 의미한다. 투입되는 

인력 는 장비당 수거하는 쓰 기량, 지역면 , 가구수 는 사업장수 등으로 표 되는 작업

능률은 업체의 경 효율  행비용 감 등과 계될 뿐 재 서울시가 추구하는 ‘깨끗한 

서울’에 필요한 깨끗한 청소와는 무 하다. 여기에서 요구하는 청소서비스, 즉 청소품질이란 

바로 “깨끗한 청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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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영역 전제 분석자료

청소조직의 유형과 

지역주민의 청소비용 부담

1. 청소조직의 운영방식에 따라 청소비

용은 다르다.

∘미화원 임금

(직영조직, 대행업체)

대행업체의 경영여건과

청소서비스 수준

1. 업체의 수입규모가 크면 서비스질이 

향상된다.

2. 업체의 경영 및 작업 노하우는 서비

스질 향상에 기여한다.

3. 노사분규는 서비스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4. 업체의 내부 경영여건에 따라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하다.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

기｣ 사업평가점수

∘업체 연간 총수입

∘업주 재임기간

∘분규발생 여부

대행업체의 경영여건과 

근로자 복지

1. 업체의 규모가 크면 근로자의 임금이 

높다.

2. 작업 노하우가 쌓일수록 근로자의 임

금이 높다.

3. 업주의 의지 또한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4. 이상의 여건을 반영하여 현재 대행업

체들은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있다.

∘종사자 1인당 업체 

수입

∘종사자 평균임금

∘업체 영업기간

∘업체 노동조합 가입 

여부

대행업체의 경영여건과

수익확보

1. 업체의 규모가 크면 수익이 크다.

2. 현재 대행업체들은 적정수준의 수익

을 확보하고 있다.

∘업체의 연간 수익

∘업체 총 종사자수

∘업체 연간 총수입

대행대가 지불방법과 

행정수요

1. 대행대가 지불방법이 자치구 행정수

요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행정업무 인력

∘수수료 직접 징수 시 행

정수요 예상 인력

<표 2-13> 서울시 대행체계 성과분석 항목

2) 청소조직의 유형과 지역주민의 청소비용 부담

주민의 청소비용 부담은 직간 으로 이루어진다. 배출자가 수수료로 부담

하는 부분은 직  부담에 해당한다. 수수료로 청소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부분 

는 청소 역은 지자체의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간  부담으로 분류된

다. 결국 주민은 직 이든 간 이든 모든 청소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옳

다. 이론 으로 청소비용의 약 60%가 노무비이다. 노무비의 수 이 주민의 청

소비용 부담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조직의 운 방

식에 따라 청소비용이 다르다’고 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조직의 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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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노무비를 토 로 주민부담의 상 인 크기를 비교한다. 서울의 직 미

화원의 월 여액은 최  270만원에서 최고 340만원으로, 평균 310만원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 행업체 미화원의 임 은 최  150만원에서 최고 290만원

으로, 평균 210만원이므로 직 조직 환경미화원과 월 100만원의 차이를 보인

다. 서울 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임 은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보다도 낮다. 서

울의 환경미화원 임 (150만원~290만원)에 비해 지방도시들의 환경미화원 임

은 220만원~340만원으로 높다. 서울과 지방도시들 간 환경미화원의 임 차

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울이 채택하고 있는 Franchise는 업주가 기업내규에 

의해서 임 을 결정하고, 실 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타지역은 원가분석 결과

를 토 로 노무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은 수집․운반 업무의 

행사업을 통해 청소비용을 감하고 있고 Franchise 방식은 낮은 청소원가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의 청소비용 부담 측면에서 

Franchise는 주민부담을 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제도인 것이다.

주) 서울외 7개 지역 : 서천, 창원, 김해, 거창, 평택, 김포, 부산 진구

자료 : 환경부, 2011, ｢지자체 생활폐기물 청소용역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서울시 내부자료(2011)

<그림 2-5> 청소조직별 환경미화원 임금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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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행업체의 경영여건과 청소서비스 수준

행업체의 경 여건, 즉 수입규모, 경  노하우, 노사분규 등이 청소서비스 

수 에 향을 미친다는 제하에 업체의 연간 총수입, 업주 재임기간, 분규발

생 여부와 청소서비스 수 과의 계를 분석한다. 행업체의 기본임무는 배

출된 폐기물을 정시에 깨끗하게 수거하여 주민의 편의와 도시의 청결을 보장

하고 제규정을 수하여 공공사업의 행자로서 품 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리고 이는 청소서비스 수 으로 나타난다. 청소서비스 수 은 매해 자치구들

의 도시청결상태를 모니터링한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 에서 행업

체와 련이 있는 평가항목의 결과를 토 로 단한다(<표 2-14>). 

평가연도 평가항목 평가점수

2008년 

차량청결_30점

기반시설_10점

가로청결상태(단독주택)_10점

가로청결상태(공동주택)_4점

54점

2009년

차량청결도_10점

적환장, 차고지 관리실태_3점

대행업체 평가조례_2점

정규복장 착용실태_2점

휴게실 개선실태_2점

휴게실 현장 점검_1점

가로청결상태(단독주택)_18점

가로청결상태(공동주택)_5점

43점

2010년

청소차량 청결상태_6점

청소기반 시설상태_2점

대행업체 조례_1점

미화원 근무여건_3점

가로청결 상태_17점

29점

<표 2-14>｢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의 평가항목 중 대행업체 관련 항목

먼  자치구별 행업체의 연간 총수입과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결

과(2010)를 비교하 다. 한 총수입을 기 으로 서울시 자치구를 상  자치구, 

간 자치구, 하  자치구의 3개 구간으로 나 어 구간별 행업체의 연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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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결과도 비교하 다. 그 결과, 행업체

의 연간 총수입은 청소서비스 수 과 무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6>). 구

간비교 역시 수입규모가 2배 이상 많아도 청소서비스 평가결과는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나 두 요인의 무 함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표 2-15>).   

<그림 2-6> 대행업체의 수입규모와 청소서비스 수준

구간
연간 평균 총수입

(억원/자치구)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결과 평균(2010)

수입이 높은 상위 8개 자치구 138 26.6

중위권 9개 자치구 77 26.4

수입이 낮은 하위 8개 자치구 59 26.2

<표 2-15> 대행업체의 구간별 수입규모와 청소서비스 수준

다음으로 업주의 재임기간과 업기간을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결

과(2010)와 비교한 결과, 어떤 련성도 발견하기 어려웠다(<그림 2-7>  <그

림 2-8>). 결국 재임기간이 길수록 경 노하우가 축 되고, 업기간이 길수록 

근로자의 작업노하우가 축 되어 청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제는 맞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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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업주의 재임기간과 청소서비스 수준

<그림 2-8> 대행업체의 영업기간과 청소서비스 수준

노사분규 발생이 청소서비스 수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 이

를 해 분규 발생 자치구와 분규가 없는 자치구의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결과를 비교하고, 분규가 발생했던 자치구는 분규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

와도 비교하 다. 분석 결과, 분규지역과 비분규 지역 사이에 ｢맑고 깨끗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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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가꾸기｣ 평가결과는 차이가 없었다. 를 들어 2008년도에 분규가 있었던 종

로구의 평가결과는 48 으로 비분규지역의 49 보다 낮아 분규가 청소서비스질

을 낮추는 것처럼 보 으나 동일하게 분규가 있었던 2010년에는 오히려 비분규

지역보다 2  정도 높았다. 이러한 상은 분규경험이 있는 양천구, 송 구에서

도 반복되었다. 결국 분규발생 여부와 청소서비스 수 은 무 한 셈이다(<표 

2-16>). 

자치구
분규발생 

여부

분규발생 자치구의

평가결과

분규가 없는 자치구의 

평가결과 평균

종로구

2008 〇 47.8 49.2

2009 × 39.3 37.9

2010 〇 28.0 26.2

양천구

2008 〇 49.2 49.2

2009 〇 37.3 37.9

2010 〇 26.7 26.2

송파구

2008 × 50.7 49.2

2009 〇 37.3 37.9

2010 〇 27.4 26.2

<표 2-16> 대행업체 분규지역과 비분규지역의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 평가결과

이상과 같이 행업체의 수입규모, 경  노하우, 작업 노하우, 노사분규 등

과 청소서비스 수 의 련성을 분석한 결과, 행업체의 청소서비스 수 은 

경 여건과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한 행업체 수입규

모, 업주의 재임기간, 업체 업기간, 노사분규 등은 내부경 여건에 해당하는

데, 이들이 청소서비스 수 과 무 하다는 사실은 외부여건의 역할에 한 필

요성을 반증한다. 즉, 앞으로 시행할 행업체 업무이행실 평가와 같은 외부

인 여건의 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 되는 

이 있는데, 바로 근로자의 작업 노하우이다. 행업체의 업기간이 길어 근

로자의 경험이 많은 업체들의 경우 장비조작과 청소경로에 한 노하우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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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청소효율이 높은 상을 유기  등(2009)이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경

험과 외부의 감시가 결합한다면 비용효과 인 청소서비스 질의 제고가 가능하

게 되므로 행업체의 한 업기간 보장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할 내부경

여건에 해당한다.

4) 대행업체의 경영여건과 근로자 복지

행업체의 수입규모가 클수록, 업체의 업기간이 길수록 종사자의 임 이 

높을 것이라는 제하에 행업체의 경 여건과 근로자 복지와의 계를 분석하

다. 근로자 복지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나 가장 직 이고 실질 인 

복지는 임 이므로 종사자 평균 임 을 기 으로 비교하 다. 분석 결과, 종사자 

1인당 업체수입과 근로자 평균 임 은 유의미한 련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림 2-9>). 

<그림 2-9> 대행업체의 수입규모와 종사자 평균 임금

행업체의 업기간이 길수록 작업 노하우가 있고 이를 인정하여 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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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긴 업체가 근로자의 임 을 많이 지 할 것이라는 제도 성립되지 않았다( 

<그림 2-10>).

 

<그림 2-10> 대행업체 영업기간과 종사자 평균 임금

행업체 내에 노동조합의 결성여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과 같은 노동조

합에의 가입여부는 종사자의 임 과 명확한 련성을 보 다. 노동조합을 결

성하거나 국 규모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업체의 종사자 평균 임 이 노동조

합이 없는 업체의 종사자 평균 임 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2-11>). 국 단

의 노동조합도 활동 강도에 따라 임 에 차이를 보 다. 행업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이나 국단  노동조합에의 가입여부는 분명 내부경 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을 통한 임 인상 등 근로자 복지에 한 요구는 업주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에서 업주는 내부여건보다 외부에서 가

해지는 일종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경우 외부여건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내․외부여건에 상 없이 임 결정자가 업주라는 사실은 불변이다. 결

국 업주의 의지에 의해 임 의 수 은 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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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노동조합 결성여부와 종사자 평균 임금

이에 따라 행업체의 총수입 비 인건비 비 으로부터 근로자의 임 인상 

잠재력을 분석하 다. 실제로 지 하고 있는 업체별 임 과 함께 직 미화원

의 평균 인건비인 월 310만원도 용하여 업체 총수입 비 인건비 비 을 분

석하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이론 인 총수입 비 인건비 비

은 58~80%의 분포를 보이는데 이 편차는 작업 역의 차이에서 비롯된다(서

울시, 200112)). 업체의 실지  인건비를 용하여 분석한 결과, 이론  범 에 

해당하는 업체는 5개 업체뿐이고, 나머지 114개 업체는 모두 58% 이하 다. 

직 미화원의 인건비를 용하여 총수입 비 인건비 비 을 살펴본 결과, 

20%에 해당하는 업체만 이론  범 에 포함되고 나머지 업체는 이론 인 인

건비의 범 에 미치지 못했다(<그림 2-12>). 이는 다수의 행업체들이 

재의 수입규모에서 종사자의 임 을 올려  잠재력이 있으며, 반 이상의 업

체들은 직 미화원 수 으로 임 을 지 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12) 서울특별시, 2001, ｢서울시 생활폐기물 청소원가 분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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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근로자 임금의 업체 총수입 점유율

이상과 같이 행업체의 수입규모, 업기간, 노동조합의 가입여부 등과 종

사자 평균 임 과의 련성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의 임  수 은 업체의 수입

규모  업기간과 무 하고 종사자의 조직 인 요구도와 업주의 의지에 

향을 받았다. 재의 행업체 수입규모에서 종사자의 임 을 올려  수 있는 

여지를 갖춘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도 업체 총수입 비 인건비의 비 을 

통해 확인하 다. 반면 인건비가 행업체 총수입의 부분을 차지하는 어려

운 지역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재 서울의 행체계를 획기 으로 바

꾸거나 수수료를 폭 인상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기보다 행업체들로 

하여  재의 수입규모에서 하게 임 을 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 우선 으로 추진할 사업임을 말해 다. 앞으로 시행할 행업체 업무이행

실 평가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5) 대행업체의 경영여건과 수익확보

행업체의 사업규모와 수익과의 계, 행업체의 경 여건에 따른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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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익여부를 분석하 다. 

행업체의 규모는 연간 총수입과 총 종사자수로 구분하 다. 분석 결과 

행업체의 연간 수익은 업체의 총수입과 종사자수와의 련성을 단언하기 어려

웠다. 그러나 지 까지 분석한 어느 분야보다 연 성을 보 고 특히 자업체 

들이 주로 소규모 업체 그룹에서 발견되어 업체의 정규모 필요성을 보여주

었다(<그림 2-13>). 

<그림 2-13> 대행업체 규모와 수익규모

재 행업체들이 정한 수익을 확보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총수입 비 경

비, 일반 리비, 이윤의 비 을 분석하 다. 총수입 비 경비, 일반 리비, 이

윤의 비 은 총수입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비 과 같기 때문에 업체의 인건비

와 직 미화원의 인건비를 용하여 업체의 수익 잠재력을 비교하 다. 업체

의 인건비를 용하는 경우 <그림 2-14>와 같이 4%의 업체만이 이론  범

인 20~42%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96%는 42% 이상에 분포하 다. 직 미화원

의 인건비를 용하는 경우에도 80%의 업체들이 42% 이상의 범 에 분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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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현재 대행업체의 수익규모

행업체의 수입은 주민부담 수수료와 행사업 가, 구청보조 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쓰 기와 음식물쓰 기의 경우 종량제 투 매수입인 주민

부담 수수료가 업체의 주수입원이고, 재활용품과 형폐기물 수거 등은 구청

으로부터 행 가를 받는다. 그 외에 투제작비,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등의 명목으로 구청별로 보조 이 지 되기도 한다. <그림 2-15>의 좌측 그림

은 119개 행업체 수입원이 수수료 수입 69%, 행 가 17%, 보조수입 14% 

등으로 구성된 것을 보여 다. 행업체의 총수입에서 구청보조 을 제외한 

수입 비 경비, 일반 리비, 이윤 비 도 분석한 결과, 50% 이상의 업체들이 

42%의 범 에 분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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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구청지원금을 제외한 현재 대행업체의 수익

행업체의 연간 총수입  종사자수가 커지면 업체의 수익규모도 증가하는 

상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상도 일정 규모 이상의 행업무량을 부여하여 

정수익을 보장하면 해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행업체 규모는 업체수나 

행업무량의 조정을 통해 키울 수 있다.  

일부 업체들에서 수익이 낮거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재의 수입이나 

자치구의 지원규모에서 많은 업체들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

다. 직 미화원 수 의 임 을 지 하여도 반 이상의 업체들은 정 수익 확

보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이다. 만약 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된다면 업체들이 스

스로 가격을 제안하게 하여 일부 과도한 이윤이 발생할 여지를 이면 체

으로 행비용도 감할 수 있을 것이다.

6) 대행대가 지불방법과 행정수요

청소업무를 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 각 자치구는 계약기간 내의 업체

리와 다음 계약 시 업체선정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탁 가의 지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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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행정수요에 차이가 있다.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의 실 제에 입각한 

가지불체계에서는 지자체가 종량제 투의 제작, 보 , 매의 업무를 담당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채택하고 있는 Franchise 방식은 행업체가 투를 제

작, 보 , 매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은 것이 가장 큰 장 이다. 그리고 

Franchise 방식이 수수료 징수율을 높이는 사례도 있다. 서울의 JN구는 직 구

역을 행구역으로 환한 결과, 수수료 징수액이 3배나 증가한 바 있다. 서울

의 Franchise 방식에서 자치구가 수수료를 직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면 <표 2-17>과 같이 자치구별 행정인력이 재의 행업체 리 1인에서 수

수료 징수 업무를 포함하여 6인으로 늘어날 망이다. 결국 Franchise에 의한 

행 가 지불방법은 행정업무의 부담완화에 유리하고, 종량제 투 사용의 정

착  수수료 수입의 확 에도 기여한다. 

구분 Franchise 실적제 등

대행업체 관리 1인 1인

수수료 징수 -

5인

▸규격봉투의 접수 및 수수료수입 관리 : 1

▸규격봉투의 주문, 보관, 보급, 대금징수 : 4인

계 1인 6인

<표 2-17> 대행대가 지불방법과 행정수요

3. 서울시 대행체계의 제도적 기반

1) 수의계약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지 까지 수의계약으로 행업체를 선정한 것은 안

정 인 청소서비스 제공을 해서이다. 즉 업체 교체 시 서비스 부실 우려, 퇴

직  지  능력부족, 인력ㆍ장비 승계 실패 시 노동쟁의 부담 등의 문제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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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 다. 그 외에 계약지속을 담보로 계약 외 업무이행 요구가 가능하고, 업

체가 교체되면 종량제 투 매소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 투의 인수

인계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유지해왔다. 수의계약

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이다. “특정인의 기술․용역 는 특정한 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

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한 장소나 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 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

의계약이 가능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넓

은 의미에서 그러한 해석은 무리가 없다. 특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지

자체의 허가업13)이며 업구역을 제한 는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상사업인 “특

정한 장소나 치에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도 일치한다. 문제는 ｢폐기물 리

법｣의 규정인 “ 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가 신규업체의 허가 는 시장진입

을 제한하는 논리로 활용되면서 발생한다. 즉 이미 기존 업체들이 자치구의  

지역을 분할하여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도입한다면 기존 업체

들만 경쟁에 참여해야 하고 그러한 방법밖에 없다면 무리해서 경쟁입찰을 도

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의 체계에서도 경쟁입찰을 활용할 

수 있다는 방법론도 제기되고 있다. 어떤 지역의 청소를 담당할 행업체를 공

개 으로 선정해야 한다면, 기존업체, 자치구 내 타 업체, 참여를 희망하는 임

의조직(이 시 에서는 해당 자치구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참여자들)에게 문

호를 개방하고 기존 허가업자들  하나의 업체가 선정되면 업구역만 지정

하고 새로운 참여자가 선정되면 수집․운반업을 허가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1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다(폐기물

리법 제25조).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기 지자체에 권한 임이 가능하다(폐기

물 리법 제62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사무 임조례에 근거하여 구청장에게 수집․운반업

의 허가를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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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행사업구역이 확 되던 시기에 경쟁입찰방식으

로 업체를 선정하여 새로운 지역의 업권을 부여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수의계약이 지속되기에 여건이 가장 좋고, 타당한 

논리는 수집․운반업체가 부족해서 기존 업체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경우이

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는 법인들이 다수 있다. 

환경부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라는 규에서 생활폐기물 수

집․운반업허가  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 한 장벽을 없애라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단면이라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개정 2010.7.26]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환경부예규 제413호(2010. 4. 30)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368호 2009.8.21)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2010. 4. 30

환경부장관

…

8. 처리업의 허가

라. 경쟁제도의 도입(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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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anchise

익히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서는 생활폐기물 리분야의 민간 탁이 매우 일

반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표 인 행 가 지불방법은 Franchise14)이다. 

Seattle, San Francisco 등 도시 부분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Los 

Angeles County는 2011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수수료의 Franchise 약을 맺

었다고 최근에 공지한 바 있다15). 우리나라는 서울에서만 이 방식으로 행

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이미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들이 왜 이 방식을 고집하는

지,  장 이 무엇인지 자치구의 행정수요와 쓰 기종량제 투 사용의 정착 

측면에서 그 이유도 설명했다.

그 다면 Franchise를 시행하는 제도  근거는 무엇인가? 각 자치구가 제정

한 ｢폐기물 리조례｣이다. JN구를 로 들면 ｢JN구 폐기물 리조례｣ 32조에 

“폐기물 수수료 등은 해당폐기물을 수집․운반 는 처리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는 조항에 입각하여 행업체들이 스스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직  사용

하고 있다. 그 지만 재정 련 법규는 Franchise의 시행을 뒷받침해주지 못하

고 있다. 즉 ｢지방재정법｣은 모든 지자체의 수입에 해 지정된 수납기 에 

14)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민간조

직에 인정하는 방식의 민간 탁 유형을 말한다. 시민 는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

을 지불하며 서비스 수 과 질은 정부가 규제한다. 폐기물 수거·처리, 공공시설 리, 자동차 

견인  보  등의 분야에 활용된다. 일종의 독 인 업권을 민간조직에 부여하고 독 에

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해 정부가 일정한 규제를 행사하는 형태다. 소비자들

이 서비스에 해 직  민간기업에 그 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과 정부가 해당 업무에 

한 할권이 없다는 에서 민간 탁과 차이를 보인다. 이와 비되는 방법이 민간 탁(Con-

tracting-out)이다. 이는 정부가 생산·공 하는 공공 서비스를 정부 신 민간기 이 탁받아 

생산·공 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 공 의 세 가지 요소를 서비스의 공  결정, 서비스 생산, 

서비스의 가 지불(재정 부담)이라고 한다면, 서비스의 공  결정과 가 지불의 역할은 정

부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만을 민간 부문이 담당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서비

스의 생산을 민간에 탁해도 서비스 공 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만큼 공익의 

에서 일정한 개입이 필요하다. 민간 탁 방식으로는 계약 방식, 면허 방식, 보조  방식, 구입

증서 방식(vouchers), 자원 사자 방식, 자조활동 방식(self-help), 조세 유인 방식 등이 있다.

15) Department of Public work, Los Angeles County, www.dpw.lacounty.gov/epd/ Franchise/ 

EastCharter.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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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를 원칙으로 하며(제15조), 용역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련되는 경비로서 통령에 정하는 경비(수입 체경비)에 한해서 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시행령 제27조). 수입 체경비를 지출하는 주체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행정기 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법

이 일반 인 재무원칙을 주로 규정하는데, 시내버스, 폐기물 수집운반과 같이 

한정된 역에서만 Franchise가 활용되기 때문이다.

한편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리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행할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라고 규정하

고 있다. 이 규정도 서울의 Franchise의 시행방법과 충돌하게 되는데, 재는 자

치구들이 청소원가를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 는 종량제 투가격)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의 Franchise는 지자체의 폐기물 리조례 등 폐기물 련 법규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실 인 여건에 있다. 그럼에도 지방재정법과 

같이 상 법에서 시행근거가 뒷받침된다면 Franchise의 이행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자치구(JN)의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2011. 5.13, 2009.10.1, 2005.04.15]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폐기물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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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11. 9. 9] [법률 제10439호, 2011. 3. 8, 일부개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 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①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소속 행정기관은 

제15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12.20, 일부개정]

제27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1. 7.24] [법률 제10389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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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anchise의 지속가능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제도와 련하여 서울시를 표하는 방법은 

행 가 지불방법의 하나인 Franchise이다. <표 2-18>은 우리나라의 시행사례

를 토 로 행 가 지불방법인 실 제, Franchise, 공 제의 특성을 상호 비

교한 것이다. 비교 역은 서울의 행체계 성과평가에서와 같은 지역주민의 

비용부담, 청소서비스의 질, 행업체 근로자 복지, 행업체 수익, 지자체 행

정업무부담 등이다.

지역주민의 비용부담은 배출자가 수수료로 지불하는 직 부담과 수수료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지자체의 재정에서 보조하는 간 부담으로 이루어진

다. “주민의 비용부담”에서는 Franchise가 가장 유리하고 공 제가 가장 불

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 제는 인력과 장비, 그와 련된 모든 비용을 지

자체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무의미하고 청소원가의 약 60%를 유

하는 근로자 임 을 결정할 때에도 행업체의 평균임 보다 훨씬 높은 직

조직의 환경미화원 임 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동일업무에 다른 임 기 을 

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Franchise는 기업내규에 의해 임 이 결

정되기 때문에 직 미화원보다 체로 임 이 낮고 실 제에서의 임 보다 낮

은 것이 실이다. 결국 정상 으로 비용지출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임

이 낮은 Franchise가 체 청소비용도 낮아진다. 따라서 Franchise가 지역주민

들의 비용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높다. “청소서비스의 질” 

는 청소품질은 행 가 지불방식과 연결하기 어렵고, 특히 ｢폐기물 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업체 업무이행실 평가가 이루어지면 청소서비스

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작용할 망이다. 그 지만 그 결과에 따라 행업

체에게 인센티 나 페 티를 부여하게 되면 행업체의 업주 는 근로자를 

자극하여 더 질 좋은 서비스의 창출에 매진하게 할 잠재력이 있는데, 실 제

나 Franchise에서 이러한 유인책의 용이 수월하다. 그러나 공 제에서는 

자자체가 직  행 가의 지출을 통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인책의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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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고 상벌의 주체도 모호하다. 행업체의 “근로자 복지수  제고”는 

공 제에서 가장 수월하다. 우선 인건비를 직 조직 환경미화원에 하여 

용할 수 있고 여타의 복리후생도 직 조직에 하면 된다. 논거도 충분하다. 

실 제도 나름 유리한 면이 있는데 청소원가분석에서 어느 정도 직 조직 

환경미화원의 임 수 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타의 복리후생사업도 

그러하다. 근로자의 복지와 련하여 가장 열악한 행 가 지불방법은 

Franchise이다. 서울의 경험으로 볼 때 지자체의 조례로 결정하는 수수료의 

변화가 시장의 물가변화에 매우 둔감하며 결국 업주의 의지가 복지수 을 좌

우하고 있다. “ 행업체의 수익확보” 측면에서는 어느 행 가 지불방법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상 인 장단 이 있는데 실 제와 공 제

는 안정되게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큰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반면 

Franchise는 경 방식과 지역여건에 따라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반 로 수

입은 일정한데 임  등의 지출이 커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자체 청

소행정 업무부담”에서는 Franchise가 으로 유리한 행 가 지불방법이

다. 계약 시 는 업체선정 시에 청소원가계산이 끝나면 수수료 징수, 종량제

투 사용 독려 등의 업무가 행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한마디로 지자체가 

할 일이 거의 없다. 이에 반해 공 제에서는 인력  장비량 평가, 그에 

련된 비용평가, 비용지출, 수수료 징수, 종량제 투 독려 등 모든 련업무를 

지자체가 직  수행할 수밖에 없다. Franchise와 비교할 때는 실 제도 행정업

무의 부담이 큰 방법에 속한다. 특히 수수료 징수와 종량제 투 사용 지도가 

큰 차이이다.

체 으로 실 제는 크게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는 평범한 방법으로 분

류된다. 공 제는 행업체 근로자 복지의 향상에는 유리한 면이 있으나 지

역주민의 비용부담,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한 유인책 약화, 청소행정 업무

부담 등 불리한 면이 상 으로 많다. Franchise는 행업체 근로자 복지 향

상에서 비교  취약한 면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 비용부담과 청소행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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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에서는 가장 유리하고 향상 잠재력도 높다. 다행히 정부는 2012년부터 

행업체 업무이행실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항목에 근로자 임 수 과 회사 

만족도를 은 않은 가 치를 부여하여 포함시켰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Franchise의 가장 큰 약 인 행업체 근로자 복지도 일정부분 감시와 보완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세 가지의 행 가 지불방법  Franchise 방법의 장

은 유지되고 약 은 보완되는, 그래서 상 인 경쟁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상된다.

비교영역 실적제 Franchise 준공영제

지역주민

비용부담

▸경쟁입찰로 대행비용 

절감가능

▸근로자임금에 직영조직임금 

참조

▸경쟁입찰로 대행비용 

절감가능

▸근로자 임금을 기업내규로 

결정

▸경쟁입찰 곤란

▸직영미화원과 임금차등 곤란

○ ◎ △

청소

서비스질

▸이행실적평가로 서비스향상 

유도

▸실적별 성과급 지급/페널티 

부과 가능

▸이행실적평가로 서비스향상 

유도

▸실적별 성과급 지급/페널티 

부과 가능

▸이행실적평가로 서비스향상 

유도

▸성과급 지급/페널티 부과 

곤란

○ ○ △

대행업체

근로자 복지

▸직영미화원 임금 고려 

원가산정

▸낙찰률이 임금/복리후생에 

영향

▸수수료변동 시장가격 변화에 

둔감

▸업주 의지가 복리후생 결정

▸직영미화원 임금 고려 임금 

결정

▸지자체 의지로 복리후생 

결정

○ △ ◎

대행업체

수익

▸규정된 이윤 확보 ▸비용절감 시 폭리도 가능

▸손실 발생의 위험도 상존 

▸규정된 이윤 확보

○ ○ ○

청소행정

업무부담

▸지자체 수수료 직접 징수

▸종량제봉투 사용 지도 단속

▸청소원가 계산

▸대행대가 지급 

▸청소원가 계산 ▸지자체 수수료 직접 징수

▸종량제봉투 사용 지도 단속

▸인력장비량 평가/청소원가 

계산

▸대행대가 지급

▸대행대가 사용처 확인

○ ◎ △

주) ◎ : 매우 유리함     ○ : 유리함     △ : 보통임

<표 2-18> 대행대가 지불방법의 특성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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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행체계 개선방안

제1절 대행체계 개선방향

이 장에서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행체계의 황과 성과분석 

결과(제2장)를 바탕으로 서울시 행체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그림 3-1>). 주민부담, 청소서비스, 근로자 복지, 정 수익, 행정수

요, 효율성과 문성 등의 사업목표별로 개선 을 검하고 최종 으로 개선

을 수용할 개선사업을 도출한다. 주민부담과 행정수요는 Franchise 유지를 

통해, 청소서비스와 근로자 복지, 효율성은 업무이행실 평가를 통해 행 

행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청소서비스와 문성은 정 업기간을 보장해 

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고, 정 수익과 효율성은 정업무량 부여와 경쟁입

찰제 도입을 통해 제고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종합 리업 육성과 재활용 성과

 지불은 행업체의 문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 Franchise 유지, 업무이행실

평가, 정 업기간 보장, 청소원가 분석, 정업무량 부여, 경쟁입찰 도입, 

종합 리업 육성, 재활용 성과  지  등 서울시 행체계를 개선할 단 사업

들은 정 계약조건, 행업체 선정방법, 행비용 지불, 행업무 실 리와 

제도  기반 마련이라는 역별 사업을 통해 실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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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대행체계 개선방향

제2절 적정 계약조건

1. 계약기간

안정 인 계약기간의 보장은 청소서비스질 제고를 해 으로 필요한 

계약조건  하나이다. 안정 인 계약기간은 행업체가 연차 인 계획을 수

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 평가를 통해 지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며, 무엇보다도 서비스 창출의 

핵심수단인 인력과 장비를 안정 으로 운 할 수 있는 토 를 보장받기 때문

이다.  

제2장에서 기술하 듯이 우리나라의 행사업 계약기간은 매우 짧아 서울

이 평균 1.6년(1~2년), 국 평균은 1.4년(1~3년)에 불과하다. 민간 탁이 활발

한 미국에서는 짧은 지역이 5년이고 시애틀, 커클랜드의 에서 보듯 략 10

년인 지역도 많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행체계를 유지하지만 짧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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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기간이 결국에는 수의계약의 반복으로 이어지기 쉬운 속성을 인식한 카도마

시는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굳이 외국의 사례가 아니어도 우리나

라 행사업 계약기간의 불합리성을 지 할 수 있는데, 일반 인 원가분석에

서 용하는 6년이라는 청소장비의 감가상각기간16), 특수장비로서 고차량

의 매각 불가 등의 실이 그 이다. 결국 짧은 계약기간은 한 행 가

를 지불하지 않거나 반 로 장기간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무언의 약속으로 비

춰질 수 있다. 내부 인 문제도 있다. 즉, 계약 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기간조

차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

를 로 들면 민간 탁사업의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특수한 

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서울시의 4개 자원회수시설(소

각시설) 운 업무도 3년의 기간을 용하고 있다17). 물론 행정담당자들은 이

마 도 짧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도시 계약기간 도시 계약기간

우리나라(서울) 1~2년(평균 1.6년) 미국 Kirkland 11년(계약연장 허용)

우리나라(전국) 1~3년(평균 1.4년) 미국 Chehalis 5년

일본 카도마시 5년 미국 Northfied 5년(계약연장 허용)

미국 Seattle 8~10년(계약연장 허용) 미국 Des Mines 5년

미국 Minroe 5년 미국 Wenatchee 10년(계약연장 허용)

자료 : 유기영 ․ 김범식, 2010, ｢자원회수촉진형 생활폐기물처리 민관협력모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표 3-1> 대행업체 계약기간 사례

16) 조달청에서는 공공용 청소장비의 경우 물품 리법에 따라 7년의 내용연수를 제시하고 있다

(조달청 고시 제2010-34호, 내용연수, 2010.12.28)

17) 제11조( 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탁할 경우 수탁기 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탁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탁기 의 성명  

주소 2. 탁기간 3. 탁사무  그 내용 4. 시설의 안 리에 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개정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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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국과 같이 5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단번에 보장할 수는 없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한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임기가 4년인 정치 인 여건도 그 이상의 계약기간 채택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상의 여건을 감안할 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탁분야도 

 제도에서 최  허용치인 3년의 계약기간을 용하되, 실 이 우수한 업체

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배려가 요구된다. 외국의 여러 도시에서 보장하는 

10년 정도의 계약기간을 감안할 때 우리는 3년 단일계약기간을 수하면서 우

수업체에 해서는 최  2회 이내에서 계약을 연장하여 최  9년까지 업(3

년+3년=6년 는 3+3+3년=9년)이 가능한 조합이 한 것 같다.

【대행업체 계약기간】

▪단일계약기간 : 3년

▪우수업체 : 최대 2회 연장계약(6년)

2. 대행규모

행업체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법  하나가 행업체에게 주어지는 업무량 

는 행업체의 규모 증 라고 제2장에서 분석되었다. 업체의 규모는 수익에

만 한정되지 않고 비용 감에도 향을 미친다. 재료비, 노무비와 같은 비례  

비용, 감가상각비, 이자와 같은 고정비용, 감독비와 같은 불비례  비용이 상

호작용을 하여 어느 수 까지 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최 규모라 

하고 이러한 상을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로 해석한다. 

결국 규모가 커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정규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모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를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윤형호 등(2009)은 서울의 행업체를 상으로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

pment Analysis)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서울의 108개 행업체들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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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 효율성은 “인력과 장비 비 생활폐기물 수거량”으

로 단되었다. 그 결과 효율 으로 청소작업이 이루어지는 업체들의 월 수거

량은 1,325톤~3,225톤의 범 다18). 한편 유기  등(2010)은 서울시 행업

체  평균규모에 근 한 종로구 업체를 상으로 인력과 장비 소요량을 조사

하고 이를 토 로 생활폐기물의 수거량을 월 500톤에서 13,000톤까지 변화시

키면서 비용 변화를 찰하 다. 그 결과 수거량이 증가할수록 수거비용은 

격히 감소했고 월 2,400톤을 과하면서부터 비용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를 

토 로 서울시 행업체의 정규모는 월 2,400톤이라고 평가하 다. 한편 청

소비용은 청소인력(수거원+운 원)이 1인 증가할 때마다 5백만원씩 증가하는 

선형 인 계를 보 다. 이러한 계로부터 월 2,400톤을 수거하는 조직의 청

소인력이 50인이라는 사실도 확인하 다19).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서울 행업체의 정규모는 수거량 기  월 

2,400톤, 청소인력 기  50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는 이상의 두 가지 

연구결과를 결합하여 작성한 서울시 행업체 정규모 분석도이다. 

18) 윤형호 등, 2009,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의 비효율성과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분석 : 서울시 

사례”, 규제연구, 제18권 제2호, pp. 95~129.

19) 유기  등, 2010, “비용에 기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정 업규모 연구 : 서울시 

사례”,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1호, pp. 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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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유기영 ․ 윤형호, 2009,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정영업규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그림 3-2> 서울시 대행업체 적정규모 분석도

【대행업체 적정규모】

▪수거량 기준 : 월 2,400톤

▪청소인력 기준 : 50인(수거원 + 운전원)

3. 대상폐기물

행업체의 문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행업체를 재활용사업에 참여

시켜야 한다. 시민들이 일상 으로 배출하는 표 인 폐기물의 종류는 일반

쓰 기, 음식물쓰 기, 재활용품이다. 이  일반쓰 기와 음식물쓰 기는 수

집․운반 행업체가 민간기업으로서 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지 않다. 기

껏 장비의 활용도를 높여 수거효율이나 수거비용을 이는 수 에 한정된다. 

반면 재활용 역은 다르다. 재활용품목의 물류비용을 이고, 유리한 가격의 

매망을 개척하며, 새로운 재활용 역을 발굴하는 일은 순발력과 정보력이 

뛰어난 민간부문에게 합한 사업이다. 결국 일반쓰 기, 음식물쓰 기,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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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의 수거를 하나의 행업체에 탁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세 가지 이 이 

있다. 첫째, 행구역의 청결성에 한 책임이 명확해진다. 동일지역에서 일반

쓰 기, 음식물쓰 기 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조직이 두 개 는 세 개인 

경우 잔재물처리, 민원처리에서 상호 책임을 미루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 다. 

하나의 업체가 수거를 담하면 이러한 상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둘째, 폐

기물의 노출시간이 짧아져 지역청결과 도시미 에 이롭다. 수거조직이 다르면 

수거회수와 수거시간은 물론이고 수거동선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여러조직

이 수거에 참여하면 할수록 시민들이 폐기물을 배출한 시 부터 행업체 

는 청소조직이 차량에 재하여 지역에서 사라지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된

다. 셋째, 수거비용도 일 수 있다. 유기 ․윤형호(2009)에 따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2개 는 3개의 조직이 수거하는 것보다 1개의 조직이 일반쓰 기, 

음식물쓰 기, 재활용품의 수거를 담당할 때 청소비용이 낮았다20). 이는 총비

용에서 감독비와 같은 불비례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자체는 재활용품을 직  수거하면서 업 등 행업체들이 정상 으

로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재활용품의 수거인력을 일반쓰 기와 

음식물쓰 기 수거에 투입하는 청소조직의 운용을 선호할 수 있다. 그 지만 

하나의 업체가 3가지 폐기물을 모두 수거할 때의 장 을 이미 설명하 다. 비

상상황 시 응수단으로서 직 조직의 운 은 형폐기물이 바람직하다. 형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비상시 응인력으로 활동하고 평시에는 불법투기물의 

수거, 행업체들의 청소상태 검 등의 업무도 병행하는 것이 당하다. 이러

한 사항들을 반 할 때 지자체에서 직  수행할 청소사업과 행업체에게 탁

할 사업은 <그림 3-3>과 같이 구분된다.

20) 유기 ․윤형호, 2009,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정 업규모 연구｣, 서울시정개

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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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유기영 ․ 윤형호, 2009,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정영업규모 연구｣,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그림 3-3> 자치구 청소분야에서 대행업체와 직영조직의 역할분담

【대행사업 대상폐기물】

▪대상폐기물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행업체 : 동일업체가 수거

4. 근로자 복지

근로자의 복지향상은 청소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지자체는 행

업체에게 요구할 복지수 을 설정해야 하고, 이는 청소원가의 산정에 반 되

고 실제로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자 복지의 핵심은 임 이다. 제2장에서 기술하 듯이 서울의 행업체 

환경미화원 월임 은 약 200만원 수 으로 직 조직 환경미화원의 약 70%, 

타 지역의 행업체 환경미화원과 비교해도 체로 낮은 편이어서 노사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 조직 환경미화원의 임

(약 310만원)을 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직 조직 환경미화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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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성에 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그 로 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환

경부가 발간한 최근의 연구보고서(2011)21)는 2008년 행정안 부의 청소 행 

도 계약 기본 을 용하고 사회에서 통상 으로 인정하는 상여 ,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과근무수당 등을 인정하며 청소업무의 종류별 험도 등을 반

하여 월 266만원~326만원의 차등화된 임 을 산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환

경미화원의 임 은 미국 근로자 평균임 의 0.89배 수 이다. 이를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 평균임 (285만원)에 용하면 253만원 수 이다. 물론 정임

의 결정은 쉽지 않고 이행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 지만 직 조

직 환경미화원 인건비, 타 지자체의 임  수 과 비교할 때 서울 행업체 환

경미화원 임 은 일정수  이상으로 상향될 필요성이 분명히 보인다. 최근의 

연구결과와 미국의 임 수  등을 감안할 때 월 250만원 이상의 임 은 보장

되어야 할 것 같다. 단 이것은 최소수 이고 지자체의 재정여건, 시민들의 수

용성, 행업무의 종류별 난이도 등을 반 하여 더 높은 수 의 임 을 제공하

려는 노력이 지자체와 업주 모두에게 요구된다.

쾌 한 근로환경의 제공도 요하다. 씻고 탈의할 수 있는 휴게실의 확보, 

단정하고 공공사업자로서 품 를 지킬 수 있는 근무복의 제공, 가족의 가장으

로서 사할 수 있는 여름휴가 보장 등 기본 인 환경을 보장해야 하고 지자

체는 이를 확인하고 장려해야 한다.

【근로자 복지】

▪임금 : 월 250만원 이상 보장. 지자체 재정여건, 주민 수용, 대행업무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차등 가능

▪근로환경 : 휴게실 확보, 작업복의 주기적 제공, 여름휴가 보장 등

21) 환경부, 2011, ｢지자체 생활폐기물 청소용역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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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대행업체 선정방법 

1. 대행업체 선정구조

행업체는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는 경제계에서 지 하는 수의계

약의 반복에 따른 의도  시장진입 규제, 사회일각에서 제시하는 행정부와 

행업체 간의 유착 계 형성과 같은 인식이나 오해를 불식시키기 해서이다. 

그 지만 수거경로 숙지, 장비숙련도 등은 효율 인 청소작업 이행에 필수요

소이고 이들은 충분한 기간의 경험축 을 요구한다. 따라서 1회 계약기간을 

국내 규범상 가장 긴 3년으로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업무이행실 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1회 연장계약(3년) 는 추가 연장계약(3년) 등 총 9년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결국 행업체에게는 업무이행실 에 따라 3년, 6년 는 9

년의 업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2회 연장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어떤 경우

든 경쟁입찰방식으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이 경우 연장계약이 종료

된 기존업체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     

【대행업체 선정구조】

1. 공개경쟁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경쟁입찰)

2. 업무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수의계약기회를 부여한다.(수의계약 병행)

3. 단일계약기간은 3년, 연장계약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안정된 영업기간 보장)

4. 최대 2회 연장계약 후에도 기존업체는 신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참여기회 무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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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대행업체 선정 모식도

2. 업무이행실적 우수업체의 기준

우수업체는 환경부의 련지침에 따라 단한다. 즉 3년간의 업무이행실  

평균 수가 80  이상인 업체에게는 2회까지 수의계약 기회가 주어지고 60  

미만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수의계약의 경우 60  미만은 계약해

지 사유에 해당한다. 1회 계약기간인 3년간의 업무이행실 은 3년(회)의 평가

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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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업체 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환경부 폐지원관리과 -1849)

  -계약기간 연장 : 3년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입찰참여 제한 : 3년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

  -수의계약 시 계약해지 : 3년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  

3. 적정업무량 부여

지역청결성에 한 책임 확보, 비용경제 인 수거, 업체의 수익보장 등을 

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행업체의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정업무

량 기 은 지역청소를 담(일반쓰 기, 음식물쓰 기, 재활용품 모두 수거)할 

경우에는 월 2,400톤 이상, 지역청소의 일부와 가로청소 등을 담당하는 경우에

는 근로자 수를 기 으로 50인 이상이다. 이 규모보다 작은 업체는 통폐합을 

유도하거나 업체를 공모할 때 규모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행구역을 조정

해야 한다.  

【적정규모이상으로 업체업무량 부여】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의 지역청소 전담 : 월 2,400톤 이상

▪지역청소 일부, 골목길청소, 가로청소의 경우 : 근로자 50인 이상

제4절 대행대가 지불방법

1. 대행대가 구조

행업체의 수입은 크게 직 가와 성과 으로 구성된다. 직 가는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반 부이고, 성과 은 실 에 연동하여 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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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  는 페 티이다. 직 가의 수입원은 배출자수수료(Franchise)와 

지자체지 액(실 제)이다. 지자체지 액은 배출자수수료로 메울 수 없는 부

분을 충당한다. 재활용품수거량을 늘리기 해 재활용품에는 성과 을 운 하

고 청소서비스 질과 근로자 근로여건 등의 보장을 해 업무이행실 성과 도 

운 한다.   

【대행대가 지불구조】

1. 배출자수수료는 대행업체가 직접 징수하고 지출한다.(Franchise)

2. 배출자수수료로 충당할 수 없는 대행대가는 지자체가 지급한다.(실적제)

3. 재활용품의 수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한다.(재활용성과금)

4. 업무이행실적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업무이행실적성과금)

<그림 3-5> 대행대가 모식도

2. 대행대가 지불방법

1) 대행대가 산출

총 행 가는 일반쓰 기 수집운반원가, 음식물쓰 기 수집운반원가, 재활용

품 수집운반원가로 구성된다. 지자체 행 가는 총 행 가에서 배출자수수료

로 충당할 수 있는 없는 부분이다. 단 지자체 행 가는 지자체 행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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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 기, 음식물쓰 기, 재활용품의 총수거량으로 나  결과이다.

▪총대행대가 = (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수집운반원가

▪지자체 대행대가 = 총대행대가 - 배출자수수료 

▪단위지자체 대행대가 = 지자체 대행대가 ÷ (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양

2) 지자체 대행대가 

지자체 행 가는 행업체의 실 수거량에 단 지자체 행 가를 곱하

여 산출한다. 

▪지자체 대행대가 = 단위지자체 대행대가×(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수거량

3) 재활용성과금

재활용성과 은 재활용실 량을 토 로 지 한다. 재활용목표량은 경쟁입

찰시의 제안서 내용 는 수의계약 시의 계약서 내용으로 결정된다. 목표량을 

과한 실 에 해서 단 지자체 행 가의 10% 이내에서 인센티 를 부여

한다. 미달량에 해서는 10% 이내에서 삭감된 단 지자체 행 가를 용

한다. 재활용성과 계수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재활용성

과 은 다음 해 처음으로 있을 지자체 행 가 지  시에 가감하는 형태로 

지 한다.  

▪재활용목표량 : 입찰 또는 계약 시 대행업체가 제안(톤)

▪재활용인센티브 : (재활용실적량-목표량)×단위지자체 대행대가×재활용성과금계수(0~10%)

▪재활용페널티 : (목표량-재활용실적량)×단위지자체 대행대가×재활용성과금계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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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이행실적성과금

업무이행실 성과 은 업무이행실 평가 결과에 하여 지 한다. 생활폐기

물 수집운반 행업체 평가기  용지침(환경부 폐자원 리과-1849(2011.6.22))

에 따라 인센티 는 평가 수 90  이상, 페 티는 평가 수 60  미만인 업체

에 용한다. 업무이행실 성과 계수는 단 지자체 행 가의 5% 이내에서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성과 은 다음 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자체 행 가 지  시에 가감하는 형태로 지 한다.

▪업무이행실적 인센티브 = (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수거량×단위지자체 

대행대가×업무이행실적성과금계수(0~5%)

▪업무이행실적 페널티 = (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수거량×단위지자체 

대행대가×업무이행실적성과금계수(-5~0%)   

제5절 대행업무 실적관리

1. 업무이행실적평가 

행업체의 업무이행실 평가는 환경부의 련지침을 따른다. 단 4계 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계 인 특성을 반 하고 평가지역을 넓  도시의 미 개

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평가단 평가횟수를 4회 이상(지침에서는 2회 이

상)으로 강화한다. 

 

▪평가방법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환경부 폐지원관리과 -1849)

  -주민만족도 : 연 1회

  -공무원 서류평가 : 연 1회

  -현장평가단 평가 : 연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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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주민 평가단 공무원

총  배  점 100 30 40 30

바른 수거 

정착

계 45 15 30 -

1. 바른 수거

1) 전량 수거 23 3 20 -

2) 정시 수거 8 3 5 -

3) 밀폐 수거 8 3 5 -

4) 성실 수거 3 3 - -

5) 청결 수거 3 3 - -

시민편의 

배려

계 12 10 - -

2. 생활환경보전

1) 소음 억제 2 2 - -

2) 악취 억제 2 2 - -

3) 깔끔한 뒷마무리 2 2 - -

3. 대시민 자세

1) 공손한 태도 2 2 - -

2) 단정한 복장 2 2 - -

3) 청렴성 2 2 - -

시민만족도 

제고

계 8 3 1 4

4. 민원처리
1) 민원 대응 실적 2 - - 2

2) 대응만족도 2 - - 2

5. 종합만족도 1) 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 4 3 1 -

서비스기반 

강화

계 35 - 9 26

6. 인력관리

소 계 10 - 1 9

1) 작업자 임금 3 - - 3

2) 휴게실 운영 2 - 1 1

3) 근무복 제공 1 - - 1

4) 여름휴가 대체근무자 1 - - 1

5) 작업자 만족도 3 - - 3

7. 장비관리

소 계 7 - 2 5

1) 장비 보유량 1 - - 1

2) 청소차량 세차상태 2 - 1 1

3) 청소차량 도색실명 상태 1 - 1 -

4) 노후차량 보유 3 - - 3

8. 시설관리

소 계 6 - 6 -

1)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 1 - 1 -

2) 적환장 청결대책 2 - 2 -

3) 위생대책 1 - 1 -

4) 시설미관 2 - 2 -

10. 거버넌스 참여

소 계 7 - - 7

1) 주민 홍보ㆍ계도 실적 2 - - 2

2) 민원관련 실적관리 2 - - 2

3) 행정처분사항 이행 1 - - 1

4) 구시책사업 협력 2 - - 2

5) 지역특화사업(별도점수) 3 - - 3

자료 : 환경부, 2011, ｢지자체 생활폐기물 청소용역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표 3-2>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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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투판매수수료수입 모니터링

투 매수수료수입 모니터링은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기 한 원가계산과 

행업체 교체 시에 수수료 정산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해 필요하다. 

행업체의 종량제 투 주문주기와 월 매수입도 모니터링 상이며 행업

체는 이를 주기 으로 자치구에 보고해야 한다. 정한 보고주기는 자치구와 

행업체가 의하여 정한다.

▪모니터링 내용 : 봉투 주문주기, 봉투 판매수입(원/월)

▪보고체계 : 자치구에 보고(보고주기는 자치구와 협의) 

3. 퇴직금 적립 모니터링

행업체 교체 시에 고용승계 는 퇴직  지  보장을 해 퇴직  립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퇴직  립상황을 악하면 행업체는 수익의 일정부

분을 퇴직  립에 사용할 것이며 자치구는 경쟁입찰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 

 하나를 확보하게 된다. 

▪모니터링 내용 : 종사자 총인원, 개인별 누적금액

▪증빙서류 : 적립계좌 사본

▪보고체계 : 자치구에 보고(보고주기는 자치구와 협의)  



제1   필요사업

제2   추진체계

제4장  대행체계 

개선사업 추진방안

제

4

장

대

행

체

계 

개

선

사

업

추

진

방

안



제4장 대행체계 개선사업 추진방안  69

제4장
 대행체계 개선사업 추진방안

제1절 필요사업

1. 서울시 수집운반 대행제도 운영지침 마련

수의계약, Franchise로 표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행제도를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병행, Franchise와 실 제의 혼용 등의 형태로 환하

기 해서는 �서울시 수집ㆍ운반 행제도 운 지침� 작성이 필요하다. 이는 

자치구의 참여를 끌어내기 해서이다. 지침은 크게 기본계약조건, 행업체 

선정방법, 행 가 지불방법, 행실태 모니터링 방법으로 구성되며, 이 연구

에서 제시한 큰 원칙들을 담는다. 를 들어 기본계약조건에서는 계약기간, 

행 상 폐기물의 종류, 사업물량, 근로자복지 수 을 명시한다. 행업체 선정

방법에서는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한

다. 행 가 지불방법에서는 Franchise에 의해 행 가를 지불하는 범 와 

실 제에 의해 지불하는 범 를 정하고 지불기 도 시하며, 인센티  지  

는 페 티의 부과원칙도 시한다. 행실태 모니터링 방법에서는 업무이행

실 , 월별 투 매 는 수수료수입, 퇴직  립실태 등 필요한 모니터링 

항목과 그 내용을 정리한다. 이와는 별도로 개선된 행제도를 이행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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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각종 지침이나 련규정을 목록화하여 자치구가 행제도를 이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구분 내용

기본계약조건

1) 계약기간 : 1회 3년, 연장계약 시 최대 9년

2) 대행대상 폐기물의 종류 : 동일공간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3) 적정대행물량 : 월 2,400톤 이상(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또는 

재활용품 중 1~2개 폐기물만 수거하거나 가로청소 등의 경우에

는 인력을 기준으로 50인 이상)

4) 근로자 복지 수준 : 월 250만원 이상 임금보장 등

대행업체 선정방법

1) 경쟁입찰

   -신규대행지역, 기존업체 계약만료지역 

2) 수의계약

   -업무이행실적 우수/탁월 지역

   -연장계약 제한 : 최대 2회, 총 9년 이내    

대행대가 지불방법

1) Franchise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청소비용 중 배출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2) 실적제

   -배출자 수수료로 충당되지 못한 청소비용

   -입찰 시 제안가격(원/톤)

3) 인센티브/페널티

대행실태 모니터링 방법

1) 업무이행실적

2) 월별 봉투판매량/수수료 수입

3) 퇴직금 적립 실태 

기타 참고자료

1) 입찰계약서 표준안

2) 청소원가 계산방법

3) 적격심사기준

4) 적정 대행업체수 및 허가절차 

5) Franchise 징수수수료 정산방법

6) 업무이행실적평가지침

<표 4-1> 서울시 수집ㆍ운반 대행제도 운영지침 예시 

2. 사업안정성을 보장하는 계약기간 근거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행업체가 안정 인 청소서비스를 보장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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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안정된 계약기간의 보장이다. 모든 폐기물처리업의 1회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행실 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1~2회 계약연장을 허용한다. 그

러나 재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서울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를 로 들면 ‘ 탁계약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탁에 한 조례｣ 제11조 제2항의 ‘ 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한다’는 조항에 

‘단, 폐기물처리업에 해서는 업무이행실 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에 한하

여 2회 이내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하다’라는 단서를 달면 우수한 업체에게 충

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표 4-2>). 각 자치구는 해당 자치구의 계약 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충분한 계약기간의 보장은 폐기물처리업으로 하여  

체계 인 운 뿐만 아니라 재활용계획의 수입과 이행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구분 현재 조문 개정 조문(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

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동일)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단, 폐기물

처리업 등 관련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

른 업무이행실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

둔 수탁기관은 2회 이내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표 4-2> 사업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기간 보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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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anchise 이행기반 강화

버스요 은 지자체가 결정하고 시내버스 운수사업자가 승객으로부터 승차

요 을 징수하여 직  사용하듯이 서울의 생활폐기물 행업체도 자치구가 정

한 수수료를 직  징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수수료 징수와 지출

은 일반 인 형태가 아니며 폐기물분야에서는 서울에서만 활용되기 때문에 폐

기물 리조례 는 련되는 조례에서 이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

다. 만약 앙정부의 력하에 련규정이 마련된다면  Franchise의 이행기반

은 더 공고해질 것이다.

4. 입찰안내서 표준안 마련

행업무를 히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려면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에게 사

업의 내용, 사업자의 조건, 노동조건, 안 조건, 수해야 할 법규 등을 명확하

게 제시해야 한다. 한 입찰에 참여할 때 제출할 서류와 평가기 도 밝 야 

한다. 서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경쟁입찰에 의한 행업체의 선정

경험이 일천하다. 당연히 이상의 내용을 담은 청소분야의 입찰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일명 RFP)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의 를 볼 때 입찰

제안요청서는 입찰표 조건  지침, 입찰  계약 차, 기술  이행조건, 

행 가 지불방법, 입찰참여자 평가 기 , 각종 제출문 양식 등으로 구성된다

(<표 4-3>). 입찰표 조건에서는 행사업의 물량, 작업자의 안 , 작업자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다. 이러한 조건 하나하나는 행비용의 산정에 기 자

료가 된다. 기술  이행조건에서는 수거  수송방법, 재활용품 가공방법, 

행업무를 일시 단할 수 있는 경우, 필요장비 등 행업무의 실질  수행방법

을 규정한다. 입찰참여자 평가 기 에서는 평가요소와 요소별 가 치를 다룬

다. 를 들어 <표 4-5>와 같은 격심사기 이 마련된다면 그 기 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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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 을 정할 수 있다. 각종 제출문 양식에서는 사업계획, 과거 이행실 , 

경 상태, 입찰가격 등과 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을 제시한다. 

<표 4-3>은 비록 미국의 이나 우리에게 바로 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

이 상세하고 필요한 목록들을 담고 있다.  

혼합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한 제안요청서

1. 입찰 표준조건 및 지침

1.1 입찰 준비 1.2 입찰 보증 1.3 입찰 가격

1.4 세금 1.5 수거대상물량 1.6 안전

1.7 사업수행자의 자격 1.8 사업수행자의 실격조건 1.9 고용

1.10 사업수행자 선정 1.11 계약이행 보증 1.12 계약이행

1.13 법규의 준수 1.14 청소구역의 조사 1.15 지침서 등에 대한 해석

2. 입찰 및 계약절차

2.1 일반정보 2.2 계약절차 2.3 입찰설명회

3. 기술적 이행 조건

3.1 혼합폐기물 수집 ․ 수송 3.2 재활용품 수집 ․ 가공 ․ 판매 3.3 음식물쓰레기 수집 ․ 가공

3.4 작업 중단 3.5 장비 3.6 하청계약

4. 이행보증

4.1 보증 4.2 보험 4.3 계약자의 배상 4.4 보험 승인

5. 대행대가 지불

5.1 지불 및 목록 5.2 업무담당자

6. 입찰참여자 평가기준

7. 각종 제출문 양식

제출문 양식, 제안가격 양식, 제안채권, 경력과 재무능력에 관한 입찰자자질자술서, 포기

각서, 결탁금지서약서 작성 요령, 결탁금지서약서

<표 4-3> 미국의 예로 본 입찰안내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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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소원가 계산방법 정립

청소원가의 산정 차는 인력ㆍ차량ㆍ장비ㆍ처리시설 등 “소요자원 분석”, 

청소원가 구성항목  단 비용 결정 등 “산출기  확정”, “원가계산”의 3단계

로 구성된다.

소요자원을 분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집․운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에서 인력과 장비의 단 작업량을 악하는 것이다. 체를 조사하는 것

이 바람직하나 지역이 넓고 작업유형이 단순할 때에는 표본조사를 통해 지역

으로 확 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 조사과정에서는 차량  장비의 연료소비량, 

장비 리비용 등도 조사한다.

산출기 는 청소원가 구성항목, 단 비용 등을 말한다. 청소원가의 구성항

목의 는 <표 4-4>와 같으며 다른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단계에서 핵

심은 노무비의 결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월 250만원을 최소수 으로 하고 지

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반 하여 정수 을 보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

부의 련지침은 단 비용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원가계산에서는 이상에서 확정된 소요자원과 단 비용을 토 로 수집ㆍ운

반 행업체의 월 청소원가, 연 청소원가, 쓰 기 1톤당 청소원가 는 주민 1

가구당 청소원가 등을 산출한다.

정부의 청소원가 작성 칙(환경부)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는 그에 하여 

행업체별 청소원가를 산출한다. 칙에서 제시하지 못하거나 미비한 부분은 

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지 액 는 유사한 성격의 타 분야 원가계산에서 

해당항목의 유율 등을 참조하여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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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내용

노무비

직접노무비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

충당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

간접노무비 :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

충당금

수집운반을 보조하는 노무자, 종업원, 현장감독자 등의 

인력

경비

전력비/수도광열비 수집운반에 직접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

감가상각비
수집운반 순찰에 사용하는 차량 및 장비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6년 적용

수리수선비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기계, 장치, 차량의 수리비와 검

사비

유류비
수집운반 순찰에 사용하는 차량 및 장비에 소요되는 

연료비

세금/공과금
대행업체가 부담해야 할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

담금 등 

여비/교통비/통신비 작업현장에서 소요되는 관련 비용

복리후생비
인력과 관련된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투자비용

일반관리비 -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관리분야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 노무비와 경비 합계액의 5% 이내

이윤 -
대행업체의 영업이익.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

액의 10% 이내

<표 4-4> 청소원가 구성항목의 예 

6. 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 마련

행계약기간이 경과한 지역을 담당하거나 새로운 행사업을 수행할 행

업체를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하려면 격심사기 이 필요하다. 일반 으로 

격심사는 수행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성되며, 가 치는 일반 으로 수

행능력이 70 , 입찰가격이 30 이다. 수행능력은 앞으로 수행할 사업에 한 

계획(사업내용), 재까지의 경험(이행실 ), 기업으로서의 재무능력(경 상태)

으로 세분된다. 서울시가 시하는 청소사업의 방향, 지구 인 환경문제 등을 

감안할 때 사업내용은 주민을 만족시키는 수거계획, 자원화 계획, 탄소배출 

감계획, 수익창출계획에 을 둘 필요가 있다. 과거의 경험 평가에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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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이고 각 지자체가 의무 으로 시행해야 하는 행업체 업무이

행실 평가 결과를 히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 이 게 업무이행실 평가 

결과를 격심사기 의 하나로 활용하게 되면 계약기간 동안에는 행업체들

을 분발시킬 것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업무이행실 이 우수한 업체

는 그 업무를 다시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러한 격심사기  때문

에 장기 으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는 살아남고 부실한 업체는 도태하

게 될 것이다.

격심사기 이 활용되기 해서는 서울시 는 앙정부(환경부)가 련 

차에 따라 심사기 을 승인하고 공표하는 차가 필요하다.

심사항목 점수 내용

계 100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종합평가

수행능력 70 사업내용, 이행실적, 경영상태 종합평가

사업내용 45

‣ 주민만족도를 고려한 수거계획

‣ 자치단체 제시 또는 제안목표 달성을 위한 재활용계획

‣ 고부가가치 또는 저탄소배출형 자원화 및 처리계획

‣ 수익창출 계획

이행실적 15

‣ 최근 5년간 업무이행실적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실적

‣처리시설 및 장비 보유실태

경영상태 10

‣ 자본금 규모

‣ 신용도

‣ 재무구조

입찰가격 30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표 4-5> 경쟁입찰 적격심사기준 예

7. Franchise지역의 징수수수료 정산방법

이 연구에서 제안한 행체계 개편의 주요골격은 Franchise 유지, 1회 3년 

최  9년이라는 제한된 계약기간, 경쟁입찰이다. 결국 기존업체를 신할 새로

운 업체의 출 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미 징수한 수수료의 정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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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라스틱 투가 쓰 기량의 계량수단이

고, 10개 는 20개 단 의 묶음으로 매하며, 배출자의 습성에 의해 1회 구

매량이 좌우되는 쓰 기종량제 실시지역이 문제다. 행업체가 교체된 후에도 

이미 수수료가 지불된 투를 투 매소와 주택, 사업장 등 배출자가 보유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는 행업체가 교체된 이후에도 한동안 배출되

다가 결국 모두 소진될 것이다. 이 경우 신규업체는 기존업체의 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일체 행 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며, 기존업체가 이미 징수한 

수수료의 일부를 신규업체에게 넘겨주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게 지불한 수수료수입의 규모는 두 가지 방법론으로 

근한다. 먼  투 매소의 잔여 투에 한 수수료수입의 정산이다. 교체

당일에 투잔여량을 악하고 그 양에 해당하는 수수료수입을 기존업체가 신

규업체에게 지불하면 된다. 문제는 배출자가 소유하고 있는 투잔여량이다. 

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산기 을 정한다. 먼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크기의 종량제 투 한 묶음의 사용기간을 악한다. 이는 

종량제 투는 묶음단 로 매되며 부분의 배출자가 한 번에 한 묶음 정도

의 투를 구매하는 배출자의 구매습성에 근거한다. 이미 구매한 투를 반

정도 사용하 다고 보면 잔여 투의 사용가능기간은 한 묶음 사용기간(월단

)의 반에 해당한다. 결국 신규업체가 앞으로 처리해야 할 쓰 기량이자 기

존업체가 징수한 수수료수입이다. 이를 징수수수료수입으로 환산하려면 월평

균수수료수입에 한 묶음 사용기간(월단 )의 반을 곱하면 된다. 한편 여기에

는 투 매소의 잔여 투에 의한 수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제외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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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소 잔여봉투 수입수수료 정산방법

  - 잔여봉투량 조사 : 신구업체 교체당일

  - 정산수수료 규모 : 잔여봉투량×수수료

▪배출자 잔여봉투 수입수수료 정산방법

  - 봉투 한 묶음 사용기간 파악(월)

  - 월평균 수수료수입 파악

  - 정산수수료 규모 : 월평균 수수료수입×봉투 한 묶음사용기간(월)/2 - 판매소 잔여봉투 정산수수료  

8. 업무이행실적평가를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시행단계에 임박한 행업체의 업무이행실 평가는 행업체에게 큰 괴

력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가 인센티  는 페 티를 부여하는 토 가 되고, 

심지어 행계약 자체에 향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의 활용이 할

수록 평가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행업체의 업무이행실 이 우수하

다는 것은 도시의 청결성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의 상 제고라는 

분명한 편익이 창출된다.

이에 따라 행업체업무이행실 을 평가함에 있어 서울시도 일정부분 기여

할 필요가 있다. 기본 인 력사항은 꾸 한 방법론의 개선이다. 일단 정부가 

평가틀을 마련하여 제공하 으나 도시마다 요구특성이 다를 수 있고 시간이 

가면서 평가항목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반 한 평가틀의 개선

은 서울시가 담당한다.  다른 력사항은 일부평가를 서울시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가 활용하는 것이다. 행업체 업무이행실  평가는 기존에 없

는 비용을 자치구에 요구한다(4개 행업체를 운 하는 자치구의 경우 연간 

약 1,700만원 소요 망). 한편 서울시는 매해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을 통

해 자치구의 청소상태를 평가하여 왔다. 만약 이 사업에서 행업체 업무이행

실 평가의 일부항목을 평가하고 이를 자치구가 활용하게 한다면 자치구의 업

무와 비용의 경감에 도움을  수 있다. 이 력사항은 두 가지 평가사업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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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설계와 정책  단을 요구한다.

【지자체의 업무이행실적 평가사업 소요비용 계산 예】

▪조사종류별 소요비용

  - 주민만족도조사(설문조사) : 면접설문조사 1건당 15,000원

  - 평가단 현장조사 : 1인당 150,000원/계절

  ※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평가하는 경우 설문조사비용 등 절감 가능

▪계산 예

  - 대행업체수 : 4개소

  - 업체별 주민만족도 조사지점 : 단독주택 100개소, 상가 100개소

  - 비용 : 1,200만원 + 480만원 = 1,680만원

     ∘설문조사 : 면접조사 200개소×15,000원/개소×4개업체=1,200만원

     ∘현장조사 : 15만원/인×2인/업체×4개업체×4계절=480만원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역할 분담】

▪목적 :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 대행업체 승복

  - 지자체별 청소실적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우수 지자체 격려

  - 지자체의 평가비용 부담 완화

▪역할 분담

  - 광역지자체 : 평가틀 개선

일부평가를 담당하여 자치구의 평가업무 부담 경감 검토

  - 기초지자체 : 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 격려

계약연장 등에 평가결과 활용

 

9. 적정 업체수 유지를 위한 허가체계

수거물량 월 2,400톤 이상 는 작업인력 50인 이상을 기 으로 정 업체

수를 설정하면 서울시의 정 업체수는 81개이다(<그림 4-1>). 재 서울에는 

119개 업체(일반쓰 기, 음식물쓰 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는 116개)가 

업 이므로 정수보다 많은 업체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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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혼합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기준

자료 : 유기영 ․ 윤형호, 2009,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정영업규모 연구｣,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그림 4-1> 서울시 자치구별 적정 수집 ․ 운반 대행업체수

정 업체수를 유지하기 해서는 정수가 되기까지 신규업체의 허가를 억

제하고 정수가 유지되면 그때부터 신규업체의 진입을 허용하면 된다. 재

의 허가체계는 자치구가 행업체에게 수집․운반업 허가를 해주고 업구역

을 할구역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업체수를 유지하는 방안을 결

합하면 업체 선정사업의 발생, 정 업체수 검토, 업체선정, 업권 부여의 순

서로 진행된다(<그림 4-2>). 이상의 내용을 반 한 행업체 허가체계는 다음

과 같이 구성된다. 먼  행업체 선정사업의 발생이다. 선정사업은 다음  

하나의 이유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① 직 조직이 담당하던 업무  민간 탁이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업무

② ｢폐기물 리법｣에 의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가 취소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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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담당하던 업무22)

③ 기존 민간 탁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된 업무

③ 기존 민간 탁사업자  업무이행실 이 나빠 업구역이 취소된 업무

업체선정사업(구역)이 발생하면 자치구는 먼  정 업체수를 검토하는데, 

서울시가 그 기 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서울시 정 업체수 지침｣이 필요하

다. 이 지침에서 제시한 해당 자치구의 정 업체수가 기존업체수보다 거나 

같으면 기존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사업이행자를 선정한다. 반면에 기존

업체수가 정 업체수보다 으면 기존업체 외에 신규업체도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 사업이행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이행자가 신규업체일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권을 부여한다. 

자료 : 유기영 ․ 윤형호, 2009,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적정영업규모 연구｣, 서

울시정개발연구원.

<그림 4-2> 대행업체 허가체계 예

22) 재의 폐기물 리법은 법규정 반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취소조건이 느

슨하고 완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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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폐기물종합관리업 육성

우리나라의 ｢폐기물 리법｣은 폐기물처리업23)을 수집․운반업, 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앞으로는 생활폐기물 리 업무를 

기존의 혼합폐기물, 음식물쓰 기, 재활용품의 수거, 선별, 처리업무뿐만 아니

라 민간기업에게 재활용목표의 달성과 함께 고부가가치 자원화사업 발굴  

수행, 재활용품의 바른 분리를 한 배출자 상 교육홍보, 폐기물처리계획과 

업무설계를 한 폐기물의 성상 악과 실 리 등 다양한 책무까지 부여하여 

행사업의 목 인 문성과 효율성, 행정의 업무부담 완화를 확실하게 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해서는 재 ｢폐기물 리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

반업, 폐기물 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종합처리업만으로는 

행사업의 목 을 달성하기 어렵다. 폐기물종합처리업의 업무와 일면 근 하나 

자원화계획 수립․집행, 교육홍보 등은 기존 종합처리업의 업무범 를 크게 

벗어난다. 결국 �폐기물종합 리업�이라는 별도의 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해야 

한다(<표 4-6>). 한 폐기물종합 리업은 타 폐기물처리업체와 행업무를 공

동으로 수행하거나 업무의 일부를 탁할 수 있도록 하여 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 도 마련해주어야 한다.

23) 폐기물 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제⑤항 

1. 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업

2. 폐기물 간처리업：폐기물 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  처리, 화

학  처리, 생물학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 이 폐기물을 안 하게 간처리할 수 있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

는 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

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

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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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재 조문 개정 조문(안)

폐기물

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을 수집하여 처

리 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리, 기계적 처리, 화

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그 밖에 환경부장

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

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생

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

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리업：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

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

고 폐기물의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 하

는 영업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⑤ (동일)

(추가) 5. 폐기물종합관리업：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

업을 하면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폐기물 자

원화계획 수립 및 집행, 교육홍보 등 폐기물을 종

합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

업자의 경우

[별표 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추가) 4. 폐기물 종합관리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의 일부를 타 폐기물처리업체

에게 위탁하거나 타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이행

기업군(소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

다.

<표 4-6>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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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진체계

1. 업무처리절차별로 관련지침과 방법론 적극 활용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행제도의 근본 인 틀의 변

화를 포함하여 이의 추진에 필요한 각종 지침의 제정을 제안하 다. 그리고 일

부는 그 내용도 시하 다. 변경된 행제도와 지침들이 히 활용되기 

해서는 명확한 업무처리 차와 각 차에서 필요로 하는 련지침이나 원칙들

이 정비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수집ㆍ운반 행업무는 행업체 선정사유 발생, 입찰안내서 작성, 공모  

업체 선정, 행사업이행, 계약종료 등으로 계층화시킬 수 있다. “ 행업체 선

정사유”는 근본 으로 기존업체와의 “계약종료”에서 비롯되며, 그 이유는 업

무이행실  부진, 연장계약 만료,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해지 등이다. 행업체

를 선정하기 해 자치구가 우선 으로 할 일은 입찰안내서 작성이다. 이때 

정계약조건( 행제도 운 지침), 입찰안내서 표 안은 행조건, 행 가 지

불방법, 제출서류의 종류와 양식 등의 규정에 큰 도움이 된다. “공모  업체 

선정” 단계에서는 원가산정방법, 격심사기 , 정 행업체수, 련 허가

차 등이 히 활용될 수 있다. “ 행사업이행” 단계에서는 Franchise 징수수

수료 정산,  근로자 퇴직  정산, 업무이행실 평가, 투 매/수수료수입 모

니터링, 퇴직  정립 모니터링, 인센티   페 티 부여 등이 필요하며 그에 

련된 방법론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 업무이행실 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수의계약의 기회가 주어져 “연장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림 4-3>은 행업무

의 차와 그와 련되는 지침 는 사업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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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대행업무의 절차와 그와 관련되는 지침 또는 사업

2. 역할분담

행제도의 개선을 해서는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며, 이들은 크게 련 지

침 마련, 방법론 개발, 제도정비로 구분된다. 지침 작성에서 청소원가 계산방

법, 행업체 업무이행실 평가와 같이 련 법규에서 정한 지침은 앙정부

에서 작성한다. 단 서울시는 서울시의 여건에 맞도록 수정 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 자치구에 시달한다. 나머지 지침은 서울시가 작성하여 자치

구에 보 하고 자치구는 이를 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Franchise 지역에서 

행업체가 교체될 때 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게 달해야 할 징수수수료의 규모

를 산정하는 방법은 서울시에서 작성하여 자치구에 보 한다. 행계약기간과 

수의계약(1회 3년, 연장계약 시 총 9년)의 근거는 제정이 추진되는 “ 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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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이행실 평가조례”에 담도록 한다. 

업무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1. 관련 지침 마련

∘대행제도 운영지침

∘입찰안내서 표준안

∘청소원가계산방법

∘적격심사기준

∘적정업체수 및 허

가절차

∘업무이행실적평가

▪지침 작성

∘청소원가 계산방법

∘업무이행실적평가

▪지자체 보급

▪지침 작성

∘나머지

▪지침 보완

∘청소원가 계산방법

∘업무이행실적평가

▪자치구에 보급

▪활용 또는 이행

2. 방법론 개발

∘Franchise 징수수수

료 정산방법

▪개발 및 보급 ▪활용 

3. 제도정비

∘Franchise 시행근거 

마련

∘계약기간 연장/수의

계약 근거 마련

∘적격심사기준 마련

▪지자체 관련조례에 

명시

▪내부규정화

<표 4-7> 대행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업과 분담방안 

3. 단계적 사업 추진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한 행업체선정, Franchise와 실 제를 조합한 

행 가지불이 이루어지기 해서는 단계 이고 시의 한 사업추진이 필

요하다. 먼  재의 수의계약은 2015년까지 유지하는데 2013년부터 업무이

행실 을 평가한다. 그 결과를 토 로 2016년부터 행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경쟁입찰이나 연장계약에 의해 결정한다. 업체변경에 비하여 수수료수입과 

퇴직 립 모니터링도 2013년부터 시작한다. 재활용실 에 입각한 재활용성

과  는 업무이행실 평가 결과를 활용한 업무이행실 성과 도 운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지침정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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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개발이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2011년 이내로 서울의 행제

도를 개선할 운 지침이 마련되어 모든 자치구가 사업의 필요성과 방법에 공

감하고 익숙해져야 한다. 업무이행실 평가조례, 계약기간연장  수의계약 

근거 마련, 청소원가 산정방법 정립과 같은 행체계 변화에 기반이 될 사업들

은 2013년까지 정비가 필요하다. 3회의 업무이행실 평가 후 2016년에는 경쟁

방식으로 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도록 입찰안내서 

표 안, 격심사기 , 련되는 각종 방법론은 2014년 는 2015년 이내에 

마련하는 것이 요하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 행

업체 

관리

현재의 계약형태 유지(수의계약)

업무이행실적평가

봉투판매/수수료수입 모니터링

퇴직급적립 모니터링

경쟁입찰/연장계약

재활용/업무이행실적성과금 지급

기반

마련

수집운반 대행제도 운영지침 마련 

업무이행실적평가조례 제정

계약기간 연장/수의계약 근거 마련

청소원가 산정방법 정립

적정대행업체수 및 허가절차 지침 

Franchise 이행근거 마련

입찰안내서 표준안 마련

적격심사기준 마련

각종 방법론 개발 : Franchise징수수수

료 정산방법, 재활용성과금 규모결정

방법, 업무이행실적성과금 규모결정방

법 등

<표 4-8> 수집운반 대행제도 개선사업 추진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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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서울에는 119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행업체가 업 이나 반복되

는 수의계약과 Franchise에 의한 행 가 지불로 신규업체의 시장진입 규제, 

열악한 근로환경 래, 민  유착과 같은 의혹과 질타가 사회각계로부터 꾸

히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사회  규범을 수하면서 동시에 시

민, 근로자, 사업자, 행정부서 모두에게 득이 되는 행체계를 강구하 다. 이

를 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행체계를 조사하 다. 서울의 행체계의 성과

와 타 방법과의 비교우 를 분석하여 개선의 수 을 가늠하 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반정비사업과 추진체계를 제시하 다.

주요결과와 정책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주요결과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사업의 민간위탁은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을 위해 

추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직 수행(직 ), 공사나 공

단에 임, 민간기업에 탁수행( 행)의 형태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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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은 효과성이 뛰어나고, 행은 자율성과 문성을 기반으로 효율 이며, 

공사나 공단에 임은 직 과 행의 간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됨.

◦민간 탁을 선택하는 보다 근본 인 이유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성을 활용하며, 행정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함임. 

◦ 행업체 선정방법(경쟁입찰, 격심사, 수의계약)과 행 가 지불방법(실

제, Franchise, 공 제)은 행사업의 성과에 큰 향을 미친다고 함.

2) 우리나라의 주요 대행업체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대가지불방법은 실적제

◦국내 232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조직은 39개(18%)가 직 , 

19개(5%)가 행이고, 나머지 157개(72%)는 행과 직 방식을 혼용함. 

◦ 국에는 689개의 행업체가 업 이며, 업체당 평균 차량 10 , 인력 

22인을 보유하고 연간 11억원의 행 가를 확보함.

◦2008년의 조사결과, 652건의 행계약  수의계약에 의한 업체선정은 

562건(87%)이고, 수의계약의 반복으로 일부지역의 계약기간은 40년

에 이름(1회 계약은 1~3년 범 ).

◦ 국 부분의 지역이 실 (수거량, 행지역규모)에 따라 행 가를 지불

하며, 서울(Franchise), 주( 공 제)만 다른 형태로 행 가를 지불함.

3) 서울 대행체계의 틀은 수의계약과 Franchise

◦서울에는 119개(2011년 기 , 이  3개는 가로청소만 담당)의 행업체

가 업 이며, 업체당 26인의 인력과 13 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연

간 수수료수입은 14억원 수 임.

◦신규 행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자치구가 수의계약방식으로 행업체를 

선정하며, 신규 행지역도 다음 계약부터는 수의계약으로 회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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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 가로청소 등 배출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역만 실

에 따라 행 가를 지불하고 일반쓰 기, 음식물쓰 기, 형폐기물은 

Franchise 방식으로 지불함.

◦1회 계약기간은 1~2년에 불과하나 반복되는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기

간이 2008년 기  16년(최장 32년)에 이름.

4) 현 서울 대행체계의 최대성과는 시민의 비용부담 및 행정의 업무부담 완화

◦ 행업체 청소비용의 60%를 차지하는 노무비가 직 조직(월 320만원)보

다 100만원 정도 낮고 실 제 지역(월 220~330만원)보다도 낮아 청소비

용의 감에 유리함. 이는 Franchise의 장 이기도 함.

◦수입규모, 업주 재임기간, 업체 업기간, 노사분규와 같은 행업체의 경

여건은 청소서비스의 질(Outcome)과 무 함. 

◦노동조합형태(조합유무, 노동조합 종류)와 같은 외  요인이 업주의 의지 

는 근로자의 임 에 향을 주며, 많은 행업체들이 근로자임 을 올

려  잠재력을 보유함.

◦업체의 사업물량이 업주의 수익규모에 향을 주어 일부 업체가 어려움을 

겪지만 많은 업체들이 충분한 수익을 확보 임. 오히려 경쟁입찰과 같이 

정수 으로 수익규모를 유지할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재 서울시 자치구들은 행정인력 1인으로 행업체를 리 이나 Franchise 

행 가 지불방식이 아닐 경우 리인력은 자치구당 6인으로 증가할 

망임.

5) 서울의 대행체계는 제도적으로 보완 필요

◦수의계약에 의한 행업체 선정은 ‘ 업구역 제한’이라는 ｢폐기물 리법｣

의 규정에 입각한 조치이나 계약 련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고 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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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쟁입찰에 의한 업체선정을 장려하고 있음(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Franchise 행 가 지불방식은 자치법규인 조례의 규정하에 운 되고 있

어 일반 인 재정법규인 ｢지방재정법｣에 련규정이 마련된다면 Franchise 

이행기반이 더 강화될 것임.

◦수집ㆍ운반 업무를 행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원가계산을 해야 

하나(｢폐기물 리법｣ 제14조), 서울의 Franchise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없

고 추가 인 업무부담으로 인식함.

6) 그럼에도 서울의 Franchise는 경쟁력이 있는 대행대가 지불방법

◦ 행 가 지불방법인 실 제, Franchise, 공 제의 장단 을 주민비용부

담, 청소서비스, 근로자 복지, 업주 수익규모, 행정업무 부담의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실 제는 평범한 특성을 보임.

◦ 공 제는 근로자 복지에서 유리하나 주민비용부담, 청소서비스의 질, 

행정업무부담 완화 측면에서 취약함. 특히 자치구가 산의 책정과 지출

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일 유인책의 활용이 불가함.

◦Franchise는 근로자 복지에서 불리하나 주민비용부담, 행정업무부담 완화 

측면에서 유리함. 특히 2012년부터 시행될 행업체의 업무이행실 평가

는 근로자 복지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할 장치가 될 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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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건의

1) 대행체계 개선을 위해 ‘적정계약조건 설정’,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조합한 

업체선정’, ‘Franchise와 실적제를 병행한 대행대가 지불’ 등 3가지 개선사업

이 필요함. 

◦ 행체계는 주민부담을 이고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근로자와 업주

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행정의 업무부담을 완화시켜야 함. 청소조직의 효

율성 제고와 문성 제고라는 행사업의 목 달성도 요한 요소임.

◦개선사업들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 지침 개발, 방법론 정립, 제도개

선 등의 변정비사업이 요구됨.

2) 적정계약조건은 건전한 대행체계의 근간을 구성함.

◦계약기간 : 1회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우수업체에 한해 최  9년의 기

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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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업체의 규모 : 수거량을 기 으로 월 2,400톤 이상, 청소인력을 기

으로 50인 이상

◦ 상폐기물 : 일반쓰 기, 음식물쓰 기, 재활용품을 동일업체가 담당

◦근로자 복지 : 월 250만원 이상의 임 을 유지하고, 휴게실, 근무복, 여름

휴가 등 보장

3) 대행업체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우수업체에게는 일정한 기간 내에서 

수의계약기회를 부여함.

◦ 행업체 선정구조

1. 공개경쟁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경쟁입찰)

2. 업무이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수의계약기회를 부여한다.(수의계약 병행)

3. 단일계약기간은 3년, 연장계약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안정된 영업기간 보장)

4. 최대 2회 연장계약 후에도 기존업체는 신규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참여기회 무한보장) 

◦업무이행실  우수업체 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환경부 폐지원관리과 -1849)

  -계약기간 연장 : 3년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입찰참여 제한 : 3년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

  -수의계약 시 계약해지 : 3회(년) 연속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  

4) 배출자수수료부담 부분은 Franchise방식으로, 나머지는 실적제 방식으로 

대행대가를 지불함.

◦ 행 가의 구조

1. 배출자수수료는 대행업체가 직접 징수하고 지출한다.(Franchise)

2. 배출자수수료로 충당할 수 없는 대행대가는 지자체가 지급한다.(실적제)

3. 재활용품의 수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한다.(재활용성과금)

4. 업무이행실적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업무이행실적성과금)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97

◦ 행 가 산정방법

▪총대행대가 = (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수집운반원가

▪지자체 대행대가 = 총대행대가 - 배출자수수료 

▪단위지자체 대행대가 = 지자체 대행대가 ÷ (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양

▪지자체 대행대가 = 단위지자체 대행대가×(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수거량

◦재활용성과  산정방법

▪재활용목표량 : 입찰 또는 계약 시 대행업체가 제안(톤)

▪재활용인센티브 : (재활용실적량-목표량)×단위지자체 대행대가×재활용성과금계수(0~10%)

▪재활용페널티 : (목표량-재활용실적량)×단위지자체 대행대가×재활용성과금계수(-10~0%)

◦업무이행실 성과  산정방법

▪업무이행실적 인센티브 = (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수거량×단위지자체 

대행대가×업무이행실적성과금계수(0~5%)

▪업무이행실적 페널티 = (수집운반원가+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의 수거량×단위지자체 

대행대가×업무이행실적성과금계수(-5~0%)

5) 대행업무의 실적 관리로 개선된 대행체계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함.

◦업무이행실 평가 : 장평가는 계 특성을 감안하여 연 4회 이상 실시하

며, 자치구가 평가를 주 하되 자치구의 업무부담  재정부담이 경감되

도록 서울시가 일부항목을 평가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함.

◦ 투 매/수수료수입 모니터링 : 월별 매 는 수입실 을 악하며, 

행업체가 주기 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춤.

◦퇴직 립 모니터링 : 총원  개인별 퇴직  립상황을 악하며, 연 1

회 보고체계를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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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행체계의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기반사업이 요구됨.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행제도 운 지침 마련 : 이 연구에서 제

안한 정계약조건, 업체선정방법, 행 가지불방법, 업무실  모니터링

사항을 담아 개선의 방향과 필요성을 알림. 

◦사업안정성을 보장하는 계약기간 근거 마련 : 각 자치구의 계약 련 자치

법규 는 행업체 업무이행실 평가조례에 수의계약  계약기간에 

한 규정을 담음. 

◦Franchise 이행 근거 강화 : 자치법규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되, 장기 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재정법규에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입찰안내서 표 안 마련 : 업체들에게 경쟁입찰 참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사업규모, 고용조건, 기술조건, 제출서류 등에 한 내용을 정립하여 자치

구에 보 함. 

◦청소원가 계산 : 환경부의 지침에 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여 자치구에 

달함.

◦ 격심사 기  마련 : 경쟁입찰방식으로 행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의 평

가방법을 정하여 자치구에 보 함.

◦Franchise지역의 징수수수료 정산방법 정립 : 행업체가 변경될 때 이미 징

수한 수수료를 신규업체에게 달하는 방법론을 정립하여 자치구에 보 함.

◦업무이행실 평가를 한 정부 간 력체계 구축 : 자치구가 평가를 주도

하고 서울시는 지원방안을 검토함.

◦ 정업체수 유지를 한 허가체계 : 자치구별 정 업체수  이를 유지

하기 한 허가체계를 만들어 보 함. 

◦폐기물종합 리업 육성 : 장기 으로 수거에서 처리까지 총 하는 행업

체를 육성하여 종합 으로 지자체의 폐기물 리를 담당하게 하며, “폐기

물종합 리업”을 폐기물처리업의 하나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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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행체계 개선사업은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함.

◦업무 차별로 연 지침  방법론 활용

◦ 한 업무분담

업무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

1. 관련 지침 마련

∘대행제도 운영지침

∘입찰안내서 표준안

∘청소원가계산방법

∘적격심사기준

∘적정업체수 및 허

가절차

∘업무이행실적평가

▪지침 작성

∘청소원가계산방법

∘업무이행실적평가

▪지자체 보급

▪지침 작성

∘나머지

▪지침 보완

∘청소원가계산방법

∘업무이행실적평가

▪자치구에 보급

▪활용 또는 이행

2. 방법론 개발

∘Franchise 징수수

수료 정산방법

▪개발 및 보급 ▪활용 

3. 제도정비

∘Franchise 시행근

거 마련

∘계약기간 연장/수의

계약 근거 마련

∘적격심사기준 마련

▪자치구 관련조례에

명시

▪내부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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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추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 행

업체 

관리

현재의 계약형태 유지(수의계약)

업무이행실적평가

봉투판매/수수료수입 모니터링

퇴직급적립 모니터링

경쟁입찰/연장계약

재활용/업무이행실적성과금 지급

기반

마련

수집운반 대행제도 운영지침 마련 

업무이행실적평가조례 제정

계약기간 연장/수의계약 근거 마련

청소원가 산정방법 정립

적정대행업체수 및 허가절차 지침 

Franchise 이행근거 강화

입찰안내서 표준안 마련

적격심사기준 마련

각종 방법론 개발 : Franchise 징수수

수료 정산방법, 재활용성과금 규모결

정방법, 업무이행실적성과금 규모결

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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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in Contracting-out System for Solid 

Waste Collection in Seoul

Kee-Young Yoo ․ Jin-Ah Jung

Contracting-out has grown in the solid waste collection in Korea and will 

be expected to go on. It has, however, been accompanying with several 

criticisms, such as lack of competition, contract with same companies over 

years, low salaries and bad working condition, close relation with related 

groups, and so on.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ntracting-out system which 

is beneficial to all stakeholder, harmonized with legislation and, of course, 

ensuring the purpose of privatization. It can concretely be subdivided into 

three goa1s, 1) specifying substantial terms of service delivery, 2) designing 

selection methodology of a private company and a payment option, and 3) 

recommending implementation base. Case study and  performance analysis for 

waste collection privatization in Seoul were used as a methodology.

It is known that privatization of waste collection is pursuing higher 

efficiency, specialization of work forces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work 

burden. The fact that 77 percent of 232 local governments have chosen the 

company through private contract shows what the main selection methodology 

is in Korea. Excluding Seoul and Kwangju, service fee is paid from local 

finance based on waste amount collected or service area. As for Seoul, both 

private contract and franchise are typical of waste collection privatization in 

Seoul.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are a few disappointing facts in 

Seoul's system. The one is that private contract with same companies over 

years has resulted in prolonging the contract period up to 16 years or over 

practically. Private contract and franchise not having sound legal base is 

another. The other is that the system is not so much favorable to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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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r working conditions. Nevertheless, Seoul’s franchise system is 

expected to be sustainable due to cost saving and reduction of administrative 

work burden. 

With consideration of the disappointing and encouraging facts and the 

purpose of privatization, this study would like to suggest three key projects to 

improve contracting-out system in Seoul. First key project is specifying 

substantial terms of service delivery. For example, a company should be 

ensured at least three years as a contract period, cover the waste volume more 

than 2,400 tons/month for specific area regardless of waste items, and provide 

labor requirement, such as  monthly pay more than 2,500,000 Won, break 

room, uniform, summer vacation, etc. The second project is selection process 

of service delivery companies that those companies should basically be done 

through bid, and as an exception just existing companies with higher 

performance might be granted private contract within additional 2 times. The 

last project is about payment options for service fee. Service fee should be 

paid with both user fee and local finance. Local finance would cover a part of 

service fee not done by user fee under franchise. Local finance will be 

quantified according to the amount of waste collected and unit price could not 

help being determined while bid.

To actualize new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there are a lot of 

groundwork needed, such as legal base for contract period and franchise, draft 

request for proposal, cost analysis methodology, screening criterion, 

permission process to prevent being crowded with minor compani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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