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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 비정규직(간접고용) 운영 적정화 방안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목적

○ 비정규직(간접고용) 운영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법적 리스크 감소 및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간접고용) 운영적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2.필요성

  ○ 연구원은 시설관리 등 일부 업무에 간접고용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바, 비정규직(간

접고용) 운영 현황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법적리스크 관리 및 운영사항 개선을 

도출하는 등 간접인력의 적정한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비정규직(간접고용) 운영적정성 강화 방안  

 ○ 비정규직(간접고용) 운영의 적정성 강화를 위해 첫째, 2014년도 비정규직(간접고용) 체

결 시 계약관련 서류의 검토를 통해 법적 적합성을 강화하고, 둘째, 2014년 운영 중 

지속적인 개선안을 실시하고 중간점검을 통해 이행여부에 대한 진척정도를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2015년 비정규직(간점고용) 정책방향 설정 시 법률 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

록 대외적 타당성을 확보코자 함 

Ⅳ. 연구개발결과 

1. 2014년도 비정규직(간접고용) 체결의 적정성 강화

 ○ 2014년 활용대상 계약 24건에 대한 용역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용역제안요청서 

전수 검토 및 개선, 계약 운영 적정성 강화를 위한 관련 서식 마련 및 작성 안내

2. 2014년도 비정규직(간접고용) 운영의 적정성 검토

 ○ 2014년 비정규직(간접고용)운영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 안내하고 계약

요 약 문



- 6 -

별 법적 적합성 개선정도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안 실행을 지원함

3. 2015년도 비정규직(간접고용) 정책방향 결정

 ○ 2015년 비정규직(간접고용) 활용대상을 결정하고 향후 장,단기적 지속가능 계약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연구원 특성에 맞는 운영 제도 구축 및 보완/개선을 통해 법률기준에 적합한 비정

규직(간접고용)운영방안 마련의 초석 마련을 통해 향후 도급운영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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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roject Title

○ Rationalization method research on temporary employee management(indirect 

employment).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Objective

○ Aims to reduce legal risks,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ies, and reinforce 

operational propriety of temporary employment through legal examinations 

on temporary employee management.

2.Importance of the Project

○ As the research institute currently utilize temporary employee in some duties 

including facilities management, particular attention on appropriate 

management of indirect employees is necessary. Thus, deducting operation 

details improvement and managing legal risks through legal reviews on the 

current temporary employee management conditions are important.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To reinforce propriety of temporary employee management; first, reinforce 

legal propriety by examining contractual documents of the 2014 temporary 

employee contract, second, implement continuous improvement suggestion 

during 2014 operations and check the progress through interim check, 

lastly, procure validity so that it is suited to legal standards of 2015 indirect 

employment policy.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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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 of Project

1. Propriety reenforcement of 2014 temporary employment contract

 ○ Special service conditions and task manuals on 24 contracts of 2014, 

revision and improvement of all service proposals, arrangement of relevant 

forms and guidance to fortify appropriateness of contract operations.

2. Propriety examination of 2014 temporary employee management

 ○ Arrange and introduce improvement proposal, inspect legal propriety 

improvement of each contract, and support continuous improvement 

proposal activities to secure propriety of 2014 temporary employee 

management.

3. Policy direction decision of 2015 temporary employment

 ○ Arranged a yardstick for judgment to decide sustainable long-and 

short-term contracts and to decide which tasks are suitable for temporary 

employment.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Apply to future subcontract management by laying groundwork of legally 

appropriate temporary employee management plans through establishing 

operation system and introducing improvement options suitable for the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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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2014년도 비정규직(간접고용)

체결의 적정성 강화

제1절 과업내용서 적정화

제2절 사용대차계약서, 장비 등 손망실대장 양식 마련 

및 작성지원

제3절 용역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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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업내용서 적정화

4개 계약의 과업내용서를 검토 후 수행해야 하는 과업의 범위를 명확히 적시하

는 수준으로 압축하고 세부 도급업무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수급업체로 하여금 사

업수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도급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과업내용서를 

수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과업내용서 적정화 주요 내용

제2절 사용대차계약서, 장비 등 손망실대장 양식 마련 및 작성지원

도급계약 부속서류는 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되

며, 과업내용서는 용역계약특수조건의 붙임 서류이다. 이들 서식을 검토하여 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표준안을 마련하고, 수급업체가 사용하는 연구원 내 

사무공간 및 장비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서 표준안과 장비 등 손망실대장 서식을 

마련하였다. 

용역별 과업내용서 작성에 대한 지원은 과업내용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진행하였

1 2014년도 비정규직(간접고용)체결의 적정성 강화

구분 과업내용서 적정화 주요 내용

1
� 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 수행주기,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인력관리, 계약 일반사항 등을 

세밀하게 명시하지 않도록 하고 

2
� 인력교체 요구 사유 및 권한, 근태에 따른 용역대가 삭감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업

체의 인사관리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3

� 일부 계약은 통합을 통해 과업내용서를 일원화함

� 과업내용을 범주화하고 기준 처리량을 수치화 할 수 있도록 함 

� 정성적 평가기준을 명시한 업무수행 평가는 지양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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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대차계약서, 장비 등 손망실대장의 작성 또한 처음 실시되는 것인 만큼 

용역별로 운영부서에서 작성한 초안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였다. 

제3절 용역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연구원은 연구부문 용역업체 선정에는 제안평가를 실시하는 반면, 관리부문 용

역업체 선정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연구부문 용역의 입찰공고 시 

게시하는 용역제안요청서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었다. 

   연구원은 용역제안요청서 표준안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용역설명서, 과업내용

서, 제안서 작성양식, 제안서 평가기준으로 구성되는 형식을 대체로 준용하고 

있다. 연구부문 용역의 용역제안요청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와 개

선안은 <표2>와 같다.

표 2. 용역제안요청서 검토 결과

항 목 검토 결과

용역설명서

� 용역 수행 인원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

업무의 특성상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도록 함

과업내용서

� 업무 수행의 절차와 방법, 수행주기,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인력 교체

의 사유와 권한, 인력관리 기준을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고, 본 용역을 

통해 확정한 과업내용서를 준용토록 함

제안서 작성양식
� 용역 수행 인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사항 등을 기재한 이력서

를 작성토록 한 내용을 삭제함

제안서 평가기준
� 용역별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수행 인력의 

복무관리 등 업체의 전문성 평가와 무관한 평가기준은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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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014년도 비정규직(간접고용) 

운영의 적정성

제1절 2014년 운영적정화를 위한 개선과제 적정 

      실행 지원

제2절 2014년 운영적정화를 위한 중간점검

제3절 2014년 운영적정화를 위한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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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14년도 운영적정화를 위한 개선과제 적정 실행 지원

형식적 측면의 법적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통 서류인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를 사무실 및 장비 사용대차계약 체결을 상기와 같이 우선 실행

하였고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무실에 각 업체의 명패를 부착하고 유니폼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각 업체의 로고를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형식적 측면에서 수급업체의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속 근

로자로 하여금 해당 수급업체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

며, 도급업무 협의체 구성, 운영부서 담당자 교육 및 자가점검, MIS 사용 적정

화, 및 운영부서 담당자 교육 및 자가점검의 순서로 2014년 비정규직(간접고용)

인력의 운영 적정화에 대한 개선 작업을 시행하였다.

제2절 2014년도 운영적정화를 위한 중간점검

 21건 계약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및 검찰의「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07.4.19)」을 바탕으로 연구원 상황에 맞는 질문을 추가한 자가점검표를 

이용하여 질문 20건(세부질문 포함 시 총41건)을 기준으로 도급계약별 개선방

향을 도출하였으며, 6개 계약 건에 대해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가점검표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한 중간점검결과 배포(‘14.8월)를 통해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 시 개선 반영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2014년 9월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재점검하여 2015년 활용

대상 결정의 근거자료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14년도 비정규직(간접고용) 운영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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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2015년도 비정규직(간접고용)

정책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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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활용대상 결정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향후에는 외주화 

적합성 및 운영상 적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주화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계약의 계속활용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신규계

약 검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상 적합성을 판단하였으며, 활용부서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건의 대상 계약 중 19건에 대한 

2015년 계속 활용을 결정하였다.  

 

<외주 적합여부 판단기준>

 ㅇ 계약목적 또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 등 업무의 정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ex.경비, 시설관리 및 청소 등 )

 ㅇ 수급업체의 전문성 및 기술성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은 경우 업무지시가 

발생할 소지가 적어 외주화에 적합(ex. 시스템 개발 또는 기술용역 등) 

<운영상 적합여부 판단기준>

 ㅇ 노동부 검찰 및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수급업체의 실체 존재 및 인사

관리상 독립성 판단 

 ㅇ 상기 판단기준에 따른  적법 도급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활용

부서 담당자 스스로 적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3 2015년도 비정규직(간접고용) 정책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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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용역계약특수조건(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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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무실 및 장비 사용대차 계약서

[부록 3] 장비 등 손망실 대장

[부록 4] 도급업무 협의체 회의록

[부록 5] 적법 도급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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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용역계약특수조건(도급)

용역계약특수조건(도급)

제1조 (계약의 원칙)

갑(한국원자력연구원, 이하 같다)은 을(계약상대자, 이하 가타)에 대하여 업무처리

를 주문하고 을은 이를 도급 받아 완성하되,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제2조 (계약금액 및 업무량 변동)

①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은 계약서상의 금액(부가가

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갑이 계약 이외의 업무를 추가할 경우 또는 계약된 업무를 축소할 경우에는 

을에게 업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조정에 따른 계약금액은 갑과 을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대가지급, 정산 및 변경)

① 을은 매월 용역비 청구 시 갑의 용역비청구서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상기의 관련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된 사항을 적

절하게 운영하였는지 갑의 확인을 받은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매월대가를 지

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을은 도급계약이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금액을 매월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이 금액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의

하여 지급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을은 본 과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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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 합의하여 제출된 원가계산서 이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가계산서 미

만으로 지급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갑은 을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업무 미 완수 일수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차량, 기계, 공구 및 소모자재 등)

① 이 계약업무 이행에 있어 을이 필요로 하는 기계, 공구 및 소모자재는 갑의 설

비기계에 부속되는 특정부품 및 공구를 제외하고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차량, 기기, 시설 및 물품 등을 이용

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

는 임의로 망실 및 파손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손괴)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계약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업무 수행의 기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을은 갑의 과업내용서에 따라 관계법령을 지키고, 스스로 

업무처리계획을 입안하고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하며, 지도감독과 교육지도를 하

고, 주문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책임자)

① 을은 이 계약업무 이행에 있어 갑과의 연락조정을 하고, 을을 대리하여 개별 

주문사항을 처리하며, 또한 이 계약업무처리에 종사하는 을의 근로자를 관리하며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이하 현장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맡게 한다.

  1. 을의 근로자의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

  2. 이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갑과의 연락 및 조정

  3. 갑이 과업내용서에 따른 주문사항의 도급 또는 수임 및 과업내용서 외의 특

별발주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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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을의 근로자의 규율질서 유지 및 기타 이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② 갑은 이 계약이행에 관한 도급인으로서 주문지시 등을 을이 선임한 현장책임

자를 통하여 실행하고,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이를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현장책임자의 이름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도 같다.

제8조 (제출, 통보)

① 을은 필요에 따라 갑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등 서면으로 업무의 처리상황을 

신속히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이행 상 발견한 갑측의 주문 상의 과실 또는 기계설비의 하자, 결

함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신속히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관계법상의 책임)

① 을은 을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업무의 이행에 종사하는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갑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을의 근

로자는 위험, 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요지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을은 안전보건상의 위험, 유해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율유지)

을은 이 계약업무의 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교육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질서규

율 및 풍기유지의 책임을 지며, 질서 있는 업무처리에 노력함과 동시에 갑의 신용

을 유지하고 갑 및 그의 거래처 등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갑과 을은 이 계약업무의 이행에 있어 알게 된 상호의 경영상 비밀을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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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이 계약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

수시켜야 한다.

제12조 (근로자대기실 등의 제공)

갑은 업무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이 계약업무 처리에 종사하는 을의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자 대기실, 사물함, 자재보관소 등을 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처리의 책임)

을이 이 계약업무의 이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거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불완전한 처리를 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즉시 완전

히 이행하도록 하고, 또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단, 을이 예견할 수 없을 때 또는 갑이 제공한 부속품, 자재 등의 하자 등 을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손해배상의 책임)

이 계약업무의 처리 중 을(을의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사유 내지 지대한 불성

실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을은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제15조 (노사분규와 천재지변)

① 갑의 파업 등 노사분규 또는 지진, 홍수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을의 계약이

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 을은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을은 을의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이 계약업무의 이행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위반 등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사전 예고없이 즉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 정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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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3. 재산상의 신용에 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거나 경매, 강제집행, 체납

처분 등을 받은 때

  4. 파산, 화의, 회사정리, 회사갱생의 절차가 있을 때

  5. 영업의 폐지 또는 청산에 들어갈 때

  6, 을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고의로 시설 등을 손

괴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②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원상으로 회복하고, 이 계약업무를 

갑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③ 갑이 상기항목 이외의 사유로 계약유효기간 중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그 뜻을 상대방에 통지하고 갑과 을이 협의한다.

제17조 (양도금지)

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협의 사항)

①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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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과업내용서

갑(한국원자력연구원, 이하 같다)이 을(계약상대자, 이하 가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정의

  

2.                업무 상세내역

  

과업 구분 과업 내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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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무실 및 장비 사용대차 계약서

사무실 및 장비 사용대차 계약서

대주(갑) : 한국원자력연구원

차주(을) :                      (용역명:                      )

  상기 당사자 간에 아래의 기계공구비품(이하 ‘장비’라 함) 및 장소에 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①“갑”은 “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장비 및 장소를 대여하

여 무상으로 사용 수익시킬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것을 승낙한다.

항 목 위 치 손실정도 면적

②“을”은 전항에서 명시한 장비 및 장소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래와 

같은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비용발생 항목 비용

제2조(기간) 사용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용도) “을”은 본건 장비 및 장소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수익하여야 하

며, 제3자에게 사용 수익시킬 수 없다.

제4조 (손해배상) ①“을”이 본 계약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했을 때는 이로 인

하여 갑이 받은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1조 제1항의 장소 및 장비를 사용함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1조에 기재된 장비 및 장소 사용에 대

한 전체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증권, 예금증서(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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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 전체금액의 10%) 중의 하나를 발급받아 최초 도급금액 수령 전까지 “갑

(담당자: 계약 담당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제5조 (해제권의 유보)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갑”은 즉시 본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원상회복) 기간이 만료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을”은 즉시 목적물

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명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명도 지체 또는 본 장비 및 장

소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명도지체일 및 손실정도에 따

른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자 1통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대 주(갑) :                                        (인)

주    소 : 

차 주(갑) :                                        (인)

용 역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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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장비 등 손망실 대장

장비 등 손망실 대장
업 체 명 :                

용 역 명 :                

점검일자 :    년   월   일

No. 장비명
장비

운영자
이상여부 특이사항 관리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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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급업무 협의체 회의록

도급업무 협의체 회의록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용 역 명       

회의안건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내용

및

협의사항

참석자

서명

한국원자력연구원 수급업체

부서명 성명 서명 부서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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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적법 도급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표

적법 도급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표    

                                                  수급업체 :    

                                                  계 약 명 :    

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 참고
자료 예시매우 

그렇
다

그렇
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파
견
사
업
주
등
의 

실
체
판
단
을
위
한 

고
려
요
소

채용
해고
등의
결정

1. 우리부서는 수급인의 근로자 채용, 해고 
등의 인사권에 개입하거나 어떠한 영향
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근로계약서, 채용면
접표, 
취업규칙, 해고관련
서류

소요
자금
조달
지급
책임

2. 수급인은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나 관리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
다.

① ② ③ ④ 주금납입경위,
주식소유비율 등

3. 도급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자금 조달과 
지급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
다.

① ② ③ ④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4. 도급 계약 조건과 무관한 일체의 금품을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다.

① ② ③ ④ 근로자 설문 등

법령
상사
업주
책임

5. 수급인은 4 대보험 가입 등 소속근로자에 
대한 법령상의 책임을 자체적으로 부담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보험가입증명서,
세금영수증,
계약서

6. 수급인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위약금· 도급업무지연에 대한 지
체상금 등을 계약서에 규정하고,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도급계약서,
보험증권

기계·
설비
·기자
재의 
책임
과 

부담 

7. 수급인의 사무실과 작업공간은 연구원 직
원과 구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현장 확인

8. 수급인은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기자재 등의 명세. 분실 및 손망실 시 변
상·반납 등의 절차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사용대차계약서,
확약서

9. 연구원이 수급인에게 제공한 설비·기자재 
등의 보수 및 수리 등은 수급인이 담당하
며, 연구원은 필요한 협조를 한다. 다만,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연구원이 직접 보
수나 수리를 하는 경우는 수급인이 필요
한 비용을 담당한다.

① ② ③ ④ 도급계약서

전문
기술
경험
관련

10.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전문
적 기술(자격)이나 경험을 갖출 것을 도
급계약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생산(제공)하는 

① ② ③ ④ 도급계약서,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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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점검결과
점검 참고
자료 예시매우 

그렇
다

그렇
다

아니
다

전혀 
아니
다

기획
책임
권한

물품(서비스)의 특성상 필수 불가결하다.

11. 수급인은 자신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경
험을 자기 책임과 권한 하에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사업계획서 등

지
휘
명
령
권

행
사
의 

주
체
판
단
을 
위
한 

고
려
요
소

작업
배치
변경
결정

12.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작업배치·변경
의 권한은 수급인에 있다. ① ② ③ ④ 작업계획서 등

업무
지시
감독

13. 수급인의 근로자의 업무 수행방법, 수행 
속도, 근로의 장소와 시간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권
한이다.

① ② ③ ④ 작업지시서,
작업장 분리 여부

14. 계약 이행에 관한 주문.지도 등은 수급
인이 선임한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행하
며,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작업계획서,
작업지시서,
회의록   등

휴가
등 

근태
관리
와징
계

15.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휴가, 병가의 
승인이나 징계의 권한은 수급인에게 있
다.

① ② ③ ④ 근무일지,
결근신고서 등

16. 수급인의 근로자의 지도 교육과 규율 유
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
다.

① ② ③ ④ 교육일지 등

업무
수행
평가

17. 연구원은 수급인의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감독·평가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실적평가서,

현장확인

18. 연구원은 수급인의 근로자의 잘못된 업
무수행이 발견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기술지도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회의록

연장
휴일
등

근로
시간
결정

19. 수급인의 시업 및 종업 시간, 휴식시간, 
휴일 등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권한이므
로, 연구원이 결정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다.

① ② ③ ④ 휴가사용내역 등

20. 수급인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원이 결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근무일지,
일일근무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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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by assessing the legal risks of our current operation conditions and deriving a possible 

improvement proposal that would legally fortify th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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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한 비정규직(간접고용)운

영 적정화 방안 연구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한 비정규직(간접고용)운영 적정화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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