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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가예산을 이용하는 중앙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창
업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조달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한 조달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창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진입시의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공공조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정부조달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국가 조달물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정부의
조달계약 규모는 2015년 기준 119조원 규모이며, 이중 85조원을 중소기업이 차지, 중 소상공인의 정
부조달 의존도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정부조달 제도는 30만 조달 기업에게 제품 용역
등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필수적이나, 무리한 입찰제한, 불공정 절차 행태 등이 을의 입
장인 창업 중소기업에게 숨은 규제 징입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일부 공긱업의 ‘조달입찰 실적제
한’은 기술력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게 조달시장 참여기회 조차 박탈하고 있으며, ‘최저가 입찰’ 등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는 업체의 출혈 경쟁을 유도해 그 피해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정부조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근원적으로 혁신하여 중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지
원 등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공공조달 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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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rocurement related legal system affecting startup enterprises 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t the conclusion of the procurement
contract by central public institutions or local public corporations using national budgets, This
study examines the difficulties in entering the public procurement for entrepreneurship and SM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Since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Contract Law in 1995, government procurement has been utilized as an efficient management of
procurement of national procurement and as means of support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siz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 is 119 trillion won as of 2015, of
which 85 trillion won is owned by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dependence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on government procurement is significant. The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is necessary to secure a market for products and services to 300,000
procurement companies, but excessive bidding restrictions and unfair procedures and behaviors are
acting as barriers to entry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Some of the public companies ''
Procurement Bidding Performance Limits '' are also depriving technological entrepreneurs and
SMEs of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curement market. The system that induces excessive
competition such as 'Lowest Price Bidding' It is a situation that is transferred to the consumer.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to reform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as a way to promote the
growth environment such as market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 sized businesses by
fundamentally innovating the unreasonable regulation of government procurement.

Keywords : Public Procurement, Procurement System, Laws,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1.

서론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발주는 국가 조달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중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정부 공공기관의 조달 규모는 2015
년 기준 119조원 규모이며, 이중 85조원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 소상공인의 정부조달
의존도는 매우 높다. ‘정부조달 제도’가 30만 조달 기업에게 제품 용역 등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
는 중요한 방안이지만, 발주기관의 무리한 입찰제한, 불공정 절차 행태 등이 ‘을’의 입장인 창업
중소기업에게 숨은 규제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기업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공기
업의 ‘조달입찰 실적제한’은 기술력 있는 창업 중소기업에게 조달시장 참여기회 조차 박탈하고 있
으며, ‘최저가 입찰’ 등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는 업체 간의 출혈경쟁을 유도해, 그 피해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사회적인 지적이 있다.

이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조달제도의 문제

점을 조사하여 정부조달의 불합리한 규제를 근원적으로 혁신하여 중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지원
등 성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조달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 고찰 해 보고자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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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달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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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소기업 조달참여 현황

2015년 중소기업옴부즈만의 보고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조달입찰에 연 평균 119회 참여하여 10.8

회 낙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낙찰 성공률은 9.1%에 불과하며, 이렇
게 낮은 낙찰률은 56%라고 하는 기업의 낮은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1~3년차 창업기
업의 불만이 특히 큰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림 1] 중소기업의 조달규제 및 제도만족도
[Fig. 1]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supply regulation and system satisfaction

2.2

조달규모 변화 및 조달참여 기업비용

2010년 이후 5년간 조달참여 업체수는 19만개에서 31만개로 62.2% 증가했으며, 구매액 또한 67

조 원에서 85.5조원으로 18.5조원이 증가되었다. 업체별로는 연평균 4천3백만 원이며, 업체 평균 매
출대비 4.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림 2] 조달규모 변화 및 조달비용
[Fig. 2] public supply scale change and public supply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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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언론과 민원인으로부터 다양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반적 지적사례는 공공기관에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발
주기관의 다양한 ‘갑’질 행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지적 사례만으로 조달제도의 문
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실제적 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
업으로부터 접수받은 조달건의에 대한 분석,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조달
관련 법규정을 비교분석하여 불합리한 조달제도를 도출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3] 공공조달 규제개선을 위한 현황조사 방법
[Fig. 3] Present condition investigation way for public supply regulation improvement

불합리한 공공조달 제도와 관행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세가지 방향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로 공공기관의 2015년 조달발주 사업을 전수조사
하였다.

전수조사 대상은 중앙 및 지방의 257개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5만6천건의 조달사업에 대

해서 계약방식 낙찰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을 심층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소규모 공공기관의
경우 법령 미준수 사업비율이 90%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이들 기관의 상당수 계약담당자는 조달법
령 내용의 변경사항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둘째, 중소기업의 조달건의에 대해 전수조사 하였다. 국내 500여개 중소 조달기업의 규제애로
건의(130건)를 접수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조달규제의 개설 필요과제를 발굴하였다. 접수된 조달
규제애로 건의의 내용을 보다 깊이있게 분석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하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0개 기업의 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점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의 주요법령, 예규, 적격심사 기준 등을 비교 검토하고, 상위법
인 국가계약법령을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자체 조달규정 실태를 파악하
였다.
이들 사례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5개 분야 26개 항목의 규제개선 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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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공공조달 규제개선 분야
[Fig. 4] Public supply regulation improvement field

3.1

․

창업 소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3.1.1

과도한 실적제한 개선

현행 조달제도 하에서는 입찰 참가자격에 1배 이내의 동일 공사 용역 실적을 갖춘 자만 조달
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적이 없는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은 조달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현장사례를 살펴보면 A대학에서 실시한 인식조사 관련 용역은 전년도 매출액 200
억 이상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B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 12대 임차 조달에서 대여용 차
량 1만 5천대 이상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 ‘15년 공공조달 전수 시
중앙공기관 41.7%(50개), 지방공기업 9.6%(13개) 기관에서 용역 사업비의 100% 이상의 실적을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진입장벽 저해사례가 대부분의 용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2.1억 미만 물품 또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실적제한 규모를 용역금액의 1/3배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창업 소기업에게 신규 조달 시작 약 9,299억원 규모
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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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업종 규모별 기업제한 합리화

제조 및 공급물품의 명확한 판단기준 부재로, 제조기업의 정당한 기회 침해와 공급업체에게는
부당한 설비 요구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통합발주’로 인한 소기업의 입찰기회 차단하고, 과도한
‘소기업 제한경쟁’에 의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박탈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는 ‘방역소독’과 ‘청소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영세한 청소 또는 방
역소독 단일용역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은 분리발주를 유도하여 소기업의 조달참여가 가능하도록 제
조/공급물품 판단기준을 마련 및 입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2

적정단가 보장 등 기업부담 경감

3.2.1 ‘순수

최저가입찰제’폐지

조달제도 상 고시금액(2.1억원) 이하 물품공급 입찰 시 ‘순수 최저가’ 입찰제도 채택하고 있어 기
업간 출혈경쟁을 유도해 품질이 저하되고 계약불이행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공기관은 물품구매 입찰시 과도한 경쟁 및 이행실적 쌓기 등을 위해 원
가의 1/100도 되지 않는 금액에 입찰하는 사례가 있었다. 2015년 직접조달 용역 실시한 공공조달
전수결과를 살펴보면 37개 공기관의 총 141개 사업에서 예정가격 50%미만의 저가투찰 사례가 있
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품공급 입찰에 대해서 최저가 입찰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3.2.2

낙찰 하한율 개선

2.1억원 이하의 소규모 물품제조 입찰 시 국가계약 규정에서의 낙찰 하한율이 80.5%로, 지방계

약규정의 84.3%보다 낮다. 이로 인하여 소규모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동일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약3.8%의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6년 5월 중소기업 옴부즈만 조사결과
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조달가격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3점에 불과한 것에서 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낙찰 하한율은 동일하게 개선해야한다.

3.2.3

낙찰 하한율 개선 차등적 가점 도입 등 취약기업 우대

용역입찰에서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은 소기업에 실적평가 배점한도의 2점에서 3점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공기관은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초기 기업에 우대점수를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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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혜택이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공기관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을
개선하여 소기업 등에 우대가점 의무화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3.3

․

기준 절차 합리화

3.3.1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기준 합리화

중소기업 경쟁제품 입창 시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필요하나, 증명서 발급을 위한 품목구분 및
설비조건 등의 과다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품목구분을 세분화 하거나 또는 설비 요건을 간소화
하는 등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현장사례를 살펴보면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서

‘침대매트리스 및 커버’로 함께 규정하고 있어 침대 ‘커버’만 납품하려는 기업도 매트리스 직접생

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불필요한 장비 등을 보유해야하는 현실이다.

3.3.2

공공조달 입찰 서류 간소화

공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요구 시 필수 공통서류 22종 이외에도 기관 자체
적 양식을 별도롤 요구하여 조달서류 비용의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납부증명서 등 불필요한 자체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반복서류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영해야 할 것이다.

3.4

공정조달 기반 조성

3.4.1

지체상금율 인하

현재, 조달기업의 과실로 사업이 지체된 경우 부과되는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은 연 36.5%에 달하
는데 이는 조달기업의 부담을 심각하게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일별 ‘1,000분의 1’의 현행 지체상금
을 일별 ‘1,000분의 0.5’로 경감한다면 지체상금에 따른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금이 약 55억원이 절
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3.4.2

·

검사 검수 완료 간주제 도입

현행 법 규정에서는 물품 용역 사업이행 후 ‘14일내 검사 검수

→ 대금청구 → 5일內 대가 지

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ㆍ검수 및 대가지급 지연 다수발생하고 있으며, 지연 사유는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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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5년 공공조달 전수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 완료일 이후 1개월 이상 검수 지연한 사례
가 빈번하며, 100일 이상 대가지급을 지연한 사례도 156개 사업에 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 완료 후 최대 21일 경과 시,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 검수 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완료 된 것으로 하는 ’검사 검수 간주제 도입‘이 필요하다.

3.4.3

사전규격공개 범위확대 및 검토 의무화

입찰 공고 전 물품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1억원 이상의 물품 용역

입찰에 대한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2016년부터 의무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2016년 11월부터 5
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입찰규격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분야의 기준이 다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규격공개 범위를 현행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화 하
고, 사전규격 검토 등 조달관련 전반적인 검토ㆍ자문 가능한 ‘조달 전문기관’ 신설하는 방안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다.

3.5

조달 규정 일원화

국가-지방-공공기관의 계약규정 불일치로 인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조달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우선, 국가계약과 공공기관 계약규정의 불일치 사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입찰비리
발생시 조치사항,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의 신청의 3가지로 분류 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표 1]과 같다.
[표1] 국가-공공 계약규정 일치 (3건)
[Table. 1] Country-Public supply constract code agreement (3 items)

불일치 사항

국가

공공기관

개선

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22개 사유

5개 사유

국가규정으로 단일화

입찰비리 발생시

규모 사업
②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일정
→ 위탁여부 기관장
조달 위탁 의무화
재량
모두
③ 공무원 부정행위 이의신청 국내․국제입찰
국제입찰에만 적용
적용

공공기관 재량권
축소
국가규정으로 단일화

두 번째,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불일치 사항은 총 14개 분야로, 개산계약시 정산기준,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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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농공단지 등 특정지역 입주공장 계약 기준, 소액수의 계약 낙찰하한율,
소액수의 계약 결격사유, 선금지급 채권확보, 선금지급 예외 규정(사업 잔여기간 30일 이내 경우),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대한 7개 분야로 [표 2]와 같다.
[표 2] 국가-지방 계약규정 일치 (14건)
[Table. 2] Country-Local Government Public supply constract code agreement (14 items)

불일치 사항

국가
계약이행
완료 후 정산

지방
사업물량
확정 후 정산

단일화 방향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없음

국가규정

지역제한 경쟁계약

수의계약

국가규정

88%

87.745%

국가규정

없음

있음

지방규정

한국은행 대출평균금리

지자체별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자율

국가규정

원칙 금지,
예외 담당자 판단

원칙금지,
예외 명시

지방규정

10억원 이상
10억원
2.1억원(고시) 미만

2～10억원

국가규정

80.495%

2억 이상 80.495%
2억 미만 84.245%

지방규정
(단, 2억 2.1억
변경)

 물품구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한

고시금액 이상 5일
고시금액 미만 3일

7일 이내

국가규정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간계산

신용평가 등급
입찰공고일 기준

 물품구매 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

10억 이상 제조입찰시
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적인정

최근 5년 이내 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

국가규정

감점 없음

-1 감점

지방규정

① 개산계약시 정산기준
②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농공단지 등 특정지역 입주
공장 계약 기준

④ 소액수의 계약 낙찰하한율
⑤ 소액수의 계약 결격사유
⑥ 선금지급 채권확보
⑦ 선금지급 예외 규정

(사업 잔여기간 30일 이내 경
우)

⑧ 물품구매 적격심사 금액기준
⑨ 물품구매 적격심사 낙찰하한
율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품질하자 감점)

2.1(고시)

～

5.

국가규정

10억 이상

2억원 미만

→

신용평가 등급
국가규정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금액에 관계없이
10억이상:기술+실적
제조입찰시 납품실적, 10억 고시: 기술
기술능력 평가
고시미만: 모두개선

～

결론

본 연구 결과는 국가계약 규정과 지방계약 규정 및 공공기관의 계약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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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애로조사 및 2015년 공공조달 사업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야별 개
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중 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항구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 조달 제도 개선 이외에도 ‘국가-지방-공공조달’ 전반에 걸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효
율적인 조달제도 연구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신설하여 ‘국가-지방-공공’의 전 분야에 걸친 공공조
달 시장진입 통합지원 서비스 이행하는 방안 강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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