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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나라장터 또는 KONEPS (Korean ON-line E-Procurement System)라 불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2002
년 개시이래,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핵심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아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의 개시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내용과 사용 중 발생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불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 개선방향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주요 국가별 정부조달에 대한 사례와 우리나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세부 프로세스 및 기능 등을 
분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시이후 개정된 조달법령을 확인하였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가 조달물
품 구매를 위해 종합쇼핑몰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경우, 동일 제품을 일반 온라인 쇼핑몰 구매 시와 비교해 옵션 선택의 
불편함과 구매 이후의 사용자 피드백에 대한 부분, 구매절차 일원화에 대해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서 구매 및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례에 대한 연구모형과 조달법령기반 기능에 관한 설문을 토대로 실증 연구 및 
공사계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조달, 조달법규, 구매 프로세스, 나라장터 시스템   
Abstract  Since the beginning of 2002, KONEPS(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which is known with 
GePS(Government e-Procurement Service), has become a significant role in Korea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is paper focuses on the amendments of the related laws and the practical improvement of inconveniences and 
inefficiencies in user's' position during the use of KONEPS. We analyzed the case of government procurement 
by major countries, the detailed process and function of KONEPS, and confirmed the revised procurement laws 
since the commencement of KONEPS. When a user of KONEPS makes an online purchase at the g2b 
shopping mall to purchase procurement goods, we analyzed focused on the inconvenience of option selection, 
user feedback after purchasing, unification of the purchase procedure, compared with general online shopping 
purchase. This paper suggests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inconveniences and inefficiencies that arise in the 
process of procurement and use from KONEPS.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construction contracts and the 
empirical studies based on the questionnaire on the functions of procurement law and research model for the 
cases used in this stud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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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민간 기

업 등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비축, 재고

관리, 공급까지를 포괄하는 행위를 공공조달 또는 정부

조달[1, 3]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정부조달 형태는 중

앙조달과분산조달을혼합한제한된중앙조달형태로서 ,

중앙조달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조달요청을 하는

것이며, 분산조달은 수요기관이 직접 조달업체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1]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화, 지방화

와　분권화　추세에　맞추어　정부조달　행정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해대량구매와비축에의한저가공급방식에

의존하는 종래의 정부조달 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는 전자정부 11

대 사업의 하나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

Government To Business 또는 GePS :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을 구축하여 2002년 9월 30일부

터 전자조달서비스를 개시함으로[1] 조달행정 변화요구

에 대처했다.

전자조달의 전면실시는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

고와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전자정

부의 구현과제의 하나로서, 조달 단일창구를 구축하고

조달관련시스템연계및　물품목록, 카탈로그등의표준

화를[2]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나라장터라는 애칭

과 KONEPS(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라

는영문명칭으로사용되고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의특징은모든공공기관과조달기업이이용하는공

공조달단일창구역할과입찰공고,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조달프로세스전과정을전자화하여, 전자입찰, 전자

계약, 전자지불, 종합쇼핑몰, 목록정보를 공공기관 및 조

달기업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서의 나라장터는 2015년

5만 여 공공기관과 323만 여 조달업체가 이용하여 매일

20만 여 명이 접속하여, 공공기관 전체 거래규모의

62.6%에 해당하는 74.6조 원 상당의물품납품과공사계

약이[4]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주체인 조달청

은본청에 5국 1관, 조달품질원및조달교육원의 2원, 11

개의 지방청, 본청 및 2원 지방청에 58과 13팀으로 구성

된,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정부조직법“, ”조달사업에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과같은법률

적 체계에[1] 의해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사이의 조달업

무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개시이후, 조달법

령의 변화가 있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에

관한 불편과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기준 방위사업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

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등 23개 공공기

관은자체편의를위해기관별자체조달시스템을구축및

운용하고[4] 있다. 그리고공공기관에서공공조달을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에서물품구입과정

의 경우에서도, 일반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건

구입 시와 비교해서도 절차상 불편한 점과 개선점이 제

기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및불편사항을개선하기위

하여 본 논문은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프

로세스 정립 및 외국사례를 분석하고, 변경된 조달법령

의 체계를 정립하여, 실제 공공조달의 목적으로 사용 중

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이용에 대한 불

편사항과불합리한부분에대해실무적개선방향을제시

하고자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현황 및 
   외국사례 분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현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국가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ONE-stop 서비스 수

행이 1997년 조달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시범

사업으로부터[4] 출발하여, 2001년 전자입찰시스템[5]과

조달 EDI 확산사업을 거쳐 2002년 구축[1]되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효과로는 조달정보의

실시간 공개, 대면접촉 감소 등으로 공공조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방문횟수 및 제출서류

감소 등으로 연간 8조 원(기업: 6조 6천억 원, 공공: 1조

4천억 원) 상당의 조달비용을 절감[2]하는 등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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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usiness flow with KONEPS 
(Source: EU Executive Committee Opening The first e-procurement
Conference Presentation (20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156개 조달관련정보를연

계하여 조달기업은 별도의 문서, 증빙서류 제출없이 입

찰, 계약, 대금지급등조달 전과정을 “ONE-stop" 처리

로 구매 및 계약 프로세스를[25] [Fig. 1]과 같이 구현되

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기능은 전자입찰, 전

자계약, 전자지불, 종합쇼핑몰에대해공공기관과조달기

업에 제공[26]하는 것으로 <Table 1>과 같이 재구성하

였다.

Type Example

e-Bidding
Bid Announcement
Price Assessment
Evaluation / Analysis

e-Contracting
Contract Registration
Composition and sealing of Contracts
Contract Review

e-Payment

Inspection
E-Payment
Financial System Linkage
Payment Management
Fee Management

Online
Shopping Mall

Product Registration
E-Catalogue
Product Search
Online Order

(Source: KONEPS Home page,
http://www.g2b.go.kr/gov/koneps/pt/intro/intro_02_02.html)

<Table 1> KONEPS Function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무절차에 대한 조달청 정

부조달콜센터매뉴얼[27] 등에따르면공공기관과조달

업체의전자계약에의한물품계약프로세스는크게공공

기관의 계약요청 프로세스[Fig. 2]와 공공기관과 조달기

업의물품계약프로세스[Fig. 3] 및검사, 검수절차가포

함된 종결처리 프로세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Fig. 4], 전

자입찰에의한물품입찰프로세스에서는공공기관즉수

요기관의입찰프로세스[Fig. 5]와 조달기업의입찰프로

세스[Fig. 6]로 구분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무절차

는행정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를위해구축되고운영

되고있다. 그러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무절

차에서 나타나듯이 몇 가지 불편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

한부분이보인다. 첫번째, [Fig. 4]에서구매요청부서에

서 구매 요청한 물품이 납품이 되면, 구매요청부서는 고

객으로서구매한조달제품에대해구매후또는사용에

대한평가시스템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는존재하

지않다는것이다. 구매와납품과정및사용에대한공공

소비주체로서의의견이반영되지않다는것은개선의필

요가 있다고 보인다.

[Fig. 2] Goods Contract Request - Demand agency 
(Source: http://www.g2b.go.kr:8073/km/manual/manualMain.do)

[Fig. 3] Goods Contracts - Demand Agencies & 
         Procurement Company
(Source: http://www.g2b.go.kr:8073/km/manual/manu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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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losing Process - Demand Agencies & 
Procurement Company

(Source: http://www.g2b.go.kr:8073/km/manual/manualMain.do)

[Fig. 5] Goods Bidding - Demand Agencies
(Source: http://www.g2b.go.kr:8073/km/manual/manualMain.do)

[Fig. 6] Goods Bidding - Procurement Company
(Source: http://www.g2b.go.kr:8073/km/manual/manualMain.do)

두 번째, [Fig. 2]에서와 같이 제품 가운데 서버, 스토

리지, 백업장비등등과같은전산장비를특정사양의제

품으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에서구매하

고자할경우, 사양이비슷한제품은등록되어있지만, 구

매부서에서 원하는 특정 제품은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

가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정해진 사양으로만 등록이 되어, 추가 Option 사

양은 별도로 구매를 하여 장착해야하는 수고와 제품을

다시 개봉해야하는 절차와 고장 및 오류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품이 다양한 Option 등록이 필요하다.

세 번째, [Fig. 3] 및 [Fig. 4]의 절차에서처럼 구매 요

청부서와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어, 동일 구매절차에 서

로 다른 부서의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업무의 투명성에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인적자원의 효

율성확보측면에서불합리한부분이있을수있다. 이 부

분을필요부서에서책임을가지고일괄처리된다면인력

운용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

위의세가지불편사항과개선의필요가있는부분에대

해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외국 전자조달제도 및 시스템 분석
본 절에서는 주요 국가의 전자조달 제도 및 기관운영

에대하여기술한다. 주요국가별제도및운영조직에대

해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28]등에서도 확인가능하다.

미국의경우, 조달에대한책임과권한은각연방정부

기관및부처에귀속이되고, 조달에있어서모든정부부

처는 정부조달 관련규제인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을 준수한다. 단, 국방관련조달은 FAR과유

사한 DFAR(Defens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을

따르고, NASA와 Coast Guard도 FAR과 유사하지만 특

별 규정을[29] 따른다.

미국의 중앙조달업무의 독립집행기관인 연방구매처

GSA(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는 정부내전자상

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FirstGov, GSA

Advantag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PMC(President’s

Management Council)는 FedBizOpps를 설립하여[1] 업

체들이 연방정부의 사업정보와 기회를 접할 수 있게 하

였다. 미국 연방정부 조달 관련 주요 법적 근거로 헌법

(Constitutional Authority), 군수조달법(Armed Services

Procurement Act, 1947), 연방조달간소화법(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1994), 연방조달개혁법

(Federal Acquisition Reform Act, 1996), 경쟁계약법

(Competition in Contracting Act, 1984), 미국산우선구매

법(Buy American Act, 1933),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29] 관련내용이포함되어있다.

미국의조달방식은우리나라와동일한중앙조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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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하며, 차이는 구매효율성(Best Value)을[6] 추구하

고있다. 구매효율성은시장경제원리를따르지만, 가격과

품질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인터넷기반전자입찰을시행하고있지만,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처럼 입찰공고에서부터 등록, 계약체

결을 일괄 처리 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의 운용과 유사한 쇼핑몰사이

트인 GSA Advantage 가 운용중이나, 다양한 콘텐츠와

물품사진을 나열하는 방식의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Fig. 7] The Procurement Amount of Federal 
        Government              (Unit : Billion ＄)
（Source : https://www.pps.go.kr/gpass/jsp/advance/usa/info.gps）

위 [Fig. 7]은 미연방정부의 연도별 조달 규모를 나타

내고 있다. 2011년 이후 규모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

며, 2015년 기준 조달금액은 약 $ 4,374억에 달한다.

캐나다는 재정위원회(Treasury Board)가 연방정부의

조달정책 및 제도에 관한 총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

며, 실질적인 구매는 공공사업부 PWGSC(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및 각 부처가 담당하

고있다. 각부처는물품의경우 5천불상당까지, 서비스

의경우거의대부분독자적으로조달할수있으나그이

상의물품구입은연방정부의공공사업부가각부처를대

신하여조달한다. 그리고공공사업부정부조달은공개경

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조달의 경우

반드시정부조달온라인전자게시판(MERX)과 정부조달

잡지(Government Business Opportunities)에 입찰을 공

고하도록[29] 하고 있다.

캐나다의 연방조달관련 법령체계는 15개의 법(ACT)

과 35개 이상의각기다른정책(POLICY)에 의해지배되

고있으며, PWGSC의설치및 운용에 관한근거 법으로

공공사업 및 정부서비스 법(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ACT), 방산물 생산에 관한 법 DPA(DEFENCE

PRODUCTION ACT), PWGSC 업무 및 기능 지배 법

FAA(FINANCIAL ADMINISTRATION ACT)이 있다.

그리고 규격화된 상용물품 및 정형화된 서비스에 대해

상시오퍼(STANDING OFFER)제도를 시행하고,

MERX에입찰을공고토록되어있는 25,000C$이상의물

품조달시WTO-AGP나 NAFTA 관련규정의적용이배

제되는 경우 국산품우대정책(CANADIAN CONTENT

POLICY)을 실시하고[29]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유사한 기능

의 캐나다 정부조달 온라인 전자게시판(MERX)은 민간

업체인 MEDIAGRIF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유료 사이트

이다. 연방정부, 주정부 등의 입찰정보(공고문, 사양서

등)를 온라인으로 제공 및 참여할 수 있고, 최근에는 공

사입찰 정보 중 설계도면과 세부사양도 PDF 파일로 제

공할 수 있다. MERX 공고대상은 우리의 물품, 용역, 공

사이외에커뮤니케이션서비스와출판분야도가능하다.

아래 <Table 2>는 2011년 물품, 용역, 건설부분에 대

한 건수 및 금액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물품의 경우

약 26만건의건수와약 72억 Canada $의규모에달하며,

용역의 경우 약 17만 건의 건수와 약 69억 Canada $의

규모에달하는데, 이는건수로는전체건수의약 96%, 규

모로는 전체 규모의 약 88%에 달한다.

Type Number %
Amount
(Canada $:
Thousand)

%

Goods 258,491 58.1% 7,182,258 44.8%
Services 171,098 38.5% 6,929,622 43.2%
Construction 15,208 3.4% 1,921,878 12%
Total 444,797 100% 16,033,758 100%

(Source : Purchasing Activity Report 2011.
https://www.tbs-sct.gc.ca)

<Table 2> 2011 Canada Government Procurement 
Scale

영국의 경우, 내각사무처 내 행정혁신실(Efficiency

and Reform Group)이 조달정책을 담당하며, EU 조달지

침및공공계약규정의이행에필요한가이드라인을공공

부문에 제공하고[29] 있다.

조달관련 법령체계는 EU 공공조달지침(2004/18/EC)

및 공익사업조달지침(2004/17/EC)에 맞게 각각 공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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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및 공익사업

계약규정(Utilities Contracts Regulations, 2006)을 두고,

EU 분쟁해결지침(2007/66/EC)을 반영한 공공계약규정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9)과 공익사업계약규

정(Utilities Contracts Regulations, 2009)이[29]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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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UK Procurement Market Scale  
     (Unit : Billion €)

(Source: Public Procurement Indicators 2011 Brussels, 5 Dec 2012))

영국의정부조달정책은금액대비가치 VFM(VALUE

FOR MONEY) 극대화로 볼 수 있고, 중소기업 지원, 환

경친화적조달등조달정책범위를결정하는데있어서

도 "금액대비 가치(VFM)“ 개념을[29] 중요시하고 있다.

정부조달 발주체계는 우리나라와 달리 분산조달방식과

중앙조달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조달체계를 가지고 있으

며, 입찰과 관련해서 우리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유사한 EU 전자조달게시판인 TED(Tenders Electronic

Daily)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사전조달계획 공고, 입

찰공고, 낙찰공고, 입찰참가자격등록공고등다양한정보

를 공표하고 있다.

위 [Fig. 8]에서 영국의 공공조달 규모는 2011 회계연

도를 기준으로 3,770억 €로서 2010년 이후 다시 감소세

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정부조달특성은각수요기관별로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분산조달제도를 채택 및 시행함으로 각 성청

및분야별로분산운영되고[7] 있다. 조달에관한정보는

각 성청의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비교해 성청별로 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자조

달을아직도입하지않은성청이상당수있다. 현재는총

무성과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이 개별

운용되고 있으나 향후 통합할 계획이다.

우리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달리 일본의 경우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총무성이 입찰참가자격과 조

달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공공공사 및 건설용역의 경우

에는 국토교통성이 입찰참가자격 및 조달정보를 관리하

고있다. 그리고조달정보제공시스템의물품및용역, 공

사 및 건설용역에 대해 각 성청별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다. 입찰·개찰시스템은 각 성청에서 각각 별도의 시스템

을 운영하며, 물품 및 용역분야를 대상으로 총무성(정보

유통진흥과)에서[7] 일부 통합화를 준비 중이다.

일본 정부조달절차에관해국내법령으로서회계법(소

화22년(1947년), 법률제35호) 예산 결산 및 회계령(소화

22년(1947년), 칙령제165호), 지방자치법(소화22년 (1947

년), 법률제7호) 등 수많은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조

달절차에 관한 국제적인 룰로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평성8년(1996년), 1월1일 발효)이 있고, 평성24년(2012

년) 3월 일본을포함한 41개 국가·관세지역에[7] 적용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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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otal value of government procurement 
contracts                   (Unit : Billion ￥)

(Source: Japan's Government Procurement: Policy and Achievements
Annual Report Chapter II (FY 2012 version), http://japan.kantei.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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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pan's Government Procurement: Policy and Achievements
Annual Report Chapter II (FY 2012 version), http://japan.kantei.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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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Fig. 9], [Fig. 10]은 2011년까지의 일본정부의 물

품등과관련되는정부조달총액은약 1조 4,110억엔(전

년대비 9.7%감소,)이었고, 총건수는 12,613 건(전년대비

5.0% 감소)이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능 및 
   체계분석
공공기관자체조달시스템운영현황및조달시스템통

합방안[2]에 따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배

경으로 조달청은 1997년부터 조달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달업체 등록, 입찰집

행및보증금수납등조달업무전과정을전자적으로처

리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입찰, 계약 사무는 여전히 서류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어 공공조달분야의 비효율과 투명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11대 과제의 하나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구축(총사업비 261억원)하여, 2002년 10

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서비스 개시 이후 지속적

인고도화사업을수행하여, 예산배정부터대금지급까지

조달 프로세스 전 과정의 전자화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시스템과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Fig. 11] Procurement Processing 
(Source : 2013 World Procurement Congress)

위 [Fig. 11]과 같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조달업체등록, 입찰, 계약체결, 보증금수납,

대금지급 등 조달업무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모든공공기관의입찰정보를공고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1회 등록으로 어느 기관 입찰에나 참가

할수있는공공조달단일창구역할을수행한다. 또한, 행

정자치부, 금융기관, 관련협회 등 156개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기업에조달업무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

고 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법령 
   체계 및 현황
현재국가조달체계는조달청과조달업체간거래가이

루어지는 중앙조달 시장과, 각 기관 스스로 조달 행위를

수반하는 분산조달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이후부터는정부조달행정을둘러싼국내⋅외환경

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중앙조달행정기관으로의 제도

화과정을통해형성된조달행정의패러다임이질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 왔으며, 1949년 이후 조달청은 기

획재정부장관소속하에정부가행하는모든물자(군수물

품제외)의 구매, 공급및관리에관한사무와정부주요

시설공사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8] 담당해오고 있다고

한다.

김문오⋅김유찬의 정부조달제도 발전방안 연구[1]에

서 중앙조달제도를 취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주체인조달청이수행하는구체적인기능을여섯가

지로 나누었는데, 현 법령체계를[30] 바탕으로 조달청의

기능을 아래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첫째, 조달청은「정부조직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

여정부가수행하는물자(군수품을제외한다)의 구매, 공

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소속으로둔다.「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2조 제5

호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조달청에조달요청을해야하는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인 당연기관과「조달

사업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다목및동법시행령제

4조의규정에의하여조달청에조달요청할수있는투자

및 출연기관 또는 기타 기관인 임의기관을 대상으로 업

무를 수행한다. 위의 당연기관과 임의기관에 대한 구분

은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 사례에 나타나있다.

둘째,「정부조직법」제27조와「조달사업에 관한 법

률」제3조에 의하여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의 계약에 관

한사무를관장한다. 시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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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기계설비나그밖의구조물의설치및해체공사

등을말하고, 전기공사업법에따른전기공사, 정보통신공

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

재 수리공사 등을 말한다.

셋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장·단기 물자수급의 원활함과 물가안정을 위하여 정

부가 직접 구매하여 비축·공급하는 생활필수품 원자재

및 시설자재 등과 같은 비축물자를 가격 변동이나 수급

불안정에따른위험을피하기위하여필요하면「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호ㆍ제2

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넷째,「물품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

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감사

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정부보유물품의 총괄관리를

수행함으로서 정부물품관리전환, 내용연수 연장, 물품관

리 감사,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절약을 도모하고 있다.

다섯째,「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목록화, 물품목록의 관리

및 물품목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여섯째,「조달사업에 관한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

에의하여수요기관의장은공사계약의사후관리에대해

조달청장에게통보해야한다. 공사계약의사후관리는 수

요기관이요청하는경우에는조달청장이이를대행할수

있다.

조달청의거래상대방은조달청에조달요청을하는수

요기관과 수요기관에 조달물품 등을 공급하는 조달업체

로이루어져있다. 수요기관은위의조달청첫번째기능

에대한내용과같이당연기관과임의기관으로구분하고

있으며, 당연기관은 위 법률 제5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금액이상의 조

달에대해서는의무적으로조달청장에게계약체결을요

청을 해야 한다.

임의기관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조달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국공립 교육기관,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

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그밖에조달청장이공공조달

의현황파악과효과적인조달정책의수립ㆍ시행을위하

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기관등은조달청으로

부터 물자를 공급받게 된다.

위와 같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운영에관한법령

은 「정부조직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물품관리법」, 「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

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등의 법령을 통해 체

계적인조달운영을해오고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의 계약제도에 관한 근거법령은 정부계약의 근거법

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

고, 조달청을 통해 수행되는 정부조달의 적용대상기관

및 조달청에 구매요청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1] 있다.

공공 조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달청의 여섯 가

지 기능에 대해 현재의 개정된 법령과 비교한 결과, 첫

번째 기능에서는 조달청의 중요 역할에 대한 정의와 관

리감독체계및조달업무의영역에대해법령의개정이

있었고, 두번째기능에서시설공사계약에관한내용중

불필요한 시행령이 삭제되고, 시설공사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었다. 세 번째 기능에서 비축물자와 관련한 법

률 조항의 변경과 추가적인 법률을 근거로 비축물자의

거래를가능하게했다. 네번째와다섯번째물품관리기

능과 물품의 목록화 등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이 없으며, 여섯 번째 공공건설공사의 관리 및 감리

업무는 시행령에서 삭제되었고,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대해시행규칙에명시되었다. 공공조달과관련한법령은

제정 당시와의 사회적, 기술적 차이로 인해 꾸준한 법령

의 삭제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공

공조달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

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체계와

제도적체계를바탕으로 2015년기준연 5만여공공기관

과 32만 여 조달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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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으며, 주말을제외하고매일 20만 여명이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을 방문하며, 21만 여 건의 서류를 온

라인으로[2] 교환하고 있으며, <Table 3>에서처럼 연간

약 78 조원(2016년도 기준) 상당의 물품 납품 및 공사계

약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고 있다.

Type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Transaction

Amount
(trillion ￦)

66.7 72.7 67.3 74.5 78.0

Bid
Announcement
(Number)

410,929 410,144 378,291 405,745 442,106

E-Bidding
(Number)

292,195 279,648 238,399 246,960 265,387

E-Contract
(Number)

653,418 696,503 664,303 711,461 763,094

(Source : http://www.index.go.kr/main.do)

<Table 3> KONEPS　Operational performance 
(Unit : trillion ￦, Number of contracts)

[Fig. 12] KONEPS - The Global Export Status
(Source : e-Procurement Experience in Korea : Implementation and
Impact. http://www.pps.go.kr/gpass/jsp/advance/usa/info.gps (Aug 2,
2017))

그리고 조달청 산하 해외조달정보센터에[28] 따르면,

한국우수조달기업의해외조달시장진출을돕기위해각

국의 조달제도와 진출 방향 등을 제시하고,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추진하여, 위 [Fig. 12]에서

와같이 2009년 우즈베키스탄의타당성연구를시작으로

베트남(2010), 코스타리카(2010), 몽골(2012), 요르단

(2012), 알제리(2012), 튀니지(2012) 등에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보급하였고[9], 2002년 미국과의 MOU 체결

이후부터 2016년까지 24개국과의 해외조달협력 MOU를

체결하고 있다.

5. 전자조달시스템의 발전 과제 및 개선
   방향
상기와 같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정착과 조달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다음과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요구사항과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은 조달부문의 지방

분권화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분권화된 지방 조

달시스템은WTO 정부조달협정가입및 FTA 체결등과

같은 조달시장의 개방과 녹색구매 확대 및 시장의 변화

요구등조달환경변화로이어지며, 지방화, 세계화시대

로 대변되는[8] 조달행정의 환경은 매우 복잡 다양해졌

다. 민간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O2O 에 대한 다양한 비

즈니스모델들이등장하고있으며, e-비즈니스와 O2O 생

태계 [10, 11]와 O2O 정책[12] 및 온라인과 O2O 영향력

이[13, 14, 15, 16]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국가 공공조달 분야 또한 전산화하면서, 공공

조달 시장에서 수요기관의 요구 사항에 맞춘 공급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양질의 공급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공공조달의 특성상, 조달업체

의 약 98%가 영세 또는 중소기업이기에 양질의 조달업

체선정및등록에대한요구가증가하여, 조달업체관리

및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17]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외업무특수성등을

이유로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 23개 기관

으로 분산되어 조달행정업무를 개별 처리하여 발생되는

IT예산의 중복투자, 국가적 조달정보의 통일성 저하, 공

정성 시비, 부실운영, 이용불편 등의 문제점으로 대두되

고 있다. 해당 기관의 부정적 의견과 사전 협의와 같이

이용전환을 강제할 법적, 제도적 근거 부족으로 물리적

통합대신전자조달공통 Framework와 표준체계를기반

으로하는 ’전자조달클라우드‘의[18] 형태의통합이제안

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

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주체로서 공공조달제품을 구매 절

차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불편 사항과

비효율적인 부분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인 민간 온라

인 쇼핑몰에 대비해서 공공조달 제품은 특정 규격에 맞

춰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는 이점이 있지만, 공공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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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주체가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내용에 대

해 공공소비주체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인다.

첫째, 공공기관이 고객으로서 구매한 조달 제품에 대

해 구매 후 또는 사용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인이온라인쇼핑몰에서제품을구매하면, 배송과정,

배송상태, 사용 후기 등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의 피드백

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견제시가 되는 상황임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에는제품구매에서

부터의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공

공소비주체로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다는 것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공공조달 제품 가운데 서버, 스토리지, 백업 장

비 등등과 같은 전산장비 경우 공공기관 구매부서에서

필요한 특정 사양의 제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

합쇼핑몰에서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양이 비슷한 제품

은 등록되어 있지만, 구매부서에서 원하는 특정 제품은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양의

제품을 일반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대리점 등을

이용할경우에는소비자가원하는사양으로 Option 변경

이 용이한 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정해진 사양으로만 등록이 되어, 추가 요

구 사양은 별도로 구매를 하여 장착해야하는 수고가 필

요하며, 제품을 개봉해야하는 절차와 고장 및 오류로 인

한 문제를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고가의 제품이 다양한

Option 으로등록된다면, 구매및사용에대한시간절약과

제품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공공기관에서특정물품구입을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종합쇼핑몰에서구매하고자할경우, 구매부서

구매 담당자와 해당 공공기관 물품 결재 담당자가 다른

경우가흔한상황이다. 이런경우, 구매담당자는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에서구매하고자하는물품

에대해, 해당물품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

몰의 물품 정보를 구매부서의 내부결재과정에 입력하여

내부결재를통해승인을받고, 승인결과를재무. 회계부

서에서승인과정및결재과정을거쳐야최종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의 구매 과정이 마무리된

다. 이런절차는구매부서담당자는필요한조달물품구

매에 대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의 물품

정보만 확인되고, 구매부서의 내부결재만 득한다면, 그

뒤 절차는 재무 .회계부서에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편리한부분이있을수있다. 하지만, 조달물품기

안 및 결재가 분리가 됨으로 해서 납기 정보 및 배송 절

차등에대한직접적인정보전달이지연되는경우와결

재부서가따로있다는측면에서인적자원의중복으로비

효율적인 측면이 보일 뿐 아니라, 구매 담당자의 책임이

불명확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

의 공공기관 구매절차의 세 가지 불편 사례와 비효율적

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Fig. 13] Add Purchase Satisfaction Evaluation 
Page

첫 번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 공

공조달을한물품등에대해구매절차에서발생하는모

든절차및물품사용중에대한만족도를일반온라인쇼

핑몰구매만족도평가페이지처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종합쇼핑몰 웹페이지 등의 해당 구매 물품 정보에

입력할수있는페이지또는버튼다운창을추가하는것

이다. 위 [Fig. 13]에서와 같이 기존에는 이러한 구매 만

족도를 입력 하고 싶어도, 입력 할 수 있는 페이지 또는

입력 구간이 없어 시도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도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물품들의품질을비롯해서배송및사용중발생하는불

편한 내용을 조달청 및 조달기업도 즉시 확인하여 조달

물품의 품질과 구매절차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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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dd Option Selection Page

두번째, 위 [Fig. 14]와 같이조달등록된 전산장비에

대해서도몇가지 Option 선택을할수있도록, 조달등록

물품들의다양화가필요함에따라, 조달기업의조달등록

과정에서 Option 에 대해 고려한 등록절차를 마련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핑몰물품사양페이지에

서 Option을선택할수있는별도의창이나버튼다운메

뉴에서선택할수있도록하면, 별도로 Option을 구매하

여, 제품을분리및장차함에따른오류및고장에대한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며, 시간 절약과 제품 안정성을 확

보 할 것으로 보인다.

[Fig. 15] Unification of Goods Drafting & Payment 

세 번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구매부

서 담당자와 결재부서 담당자가 이원화 된 부분을 단일

화시킴으로해서인적자원활용측면의효율성을담보할

수있을것으로보인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종합쇼

핑몰의 도입초기에는 구매부서와 결재부서가 이원화 되

어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의 고도화로

조달물품기안에서결재까지를위 [Fig. 15]와 같이단일

화가 인적자원의 효율성 확보측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이

며, 구매담당자의책임과권한을강화로업무의질적향

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우리나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운영과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조달업무를 조달청이 구축ㆍ운영하는 중앙

조달시스템으로서의[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본논문은위와같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기능,

구매 및 계약 절차, 현황 및 각국의 조달 제도와 조달청

의기능에대한개정된법령의근거를확인하였으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사용에 관한 공공기

관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선점에 대해 확인 하

였다.

본 논문의 중요 학문적 시사점은 중앙조달제도를 취

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주체인 조달청이

수행하는구체적인기능여섯가지를개정된법령체계를

바탕으로 재 정의한 부분과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실제

공공조달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 실무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구매 물품에 대한 계약

및입찰에관한절차를구체화한것과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구매 및 사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점 및 비효율적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최소한의시스템보완을통한개선방안을제

시한 점이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의 웹페이지의

구성을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구매만족도

평가페이지를추가하는것은, 온라인쇼핑몰에서의고객

의 피드백에 따른 신뢰와 만족[19, 20]에 관한 연구에서

와같이조달제품의품질및배송절차와사용중발생하

는 다양한 제품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조달 등록 제품

및조달절차에대한신뢰와효율성향상의계기로작용할

것이다.

편리한 Option 선택은 정보충족과 제품의 다양성 및

제품선택 기능에 따른 고객 만족도로 인해 인터넷 쇼핑

선호도와충성도에 영향[21, 22, 23]을 주고 있다고한다.

예를 들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 서

버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제품정보 페이지에

서는 추가적인 사양변경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종합쇼

핑몰에 등록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CPU

사양변경, 추가적인메모리증설, HDD 용량의증설등

은 별도로 구매를 하여,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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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서버제품으로구성할수있다. 이런상황에서종

합쇼핑몰 서버제품 페이지에서 직접 Option 추가 및 사

양변경에대한기능이추가된다면, 종합쇼핑몰의선호도

와 충성도 개선 뿐 아니라, 추가적인 Option 구매절차와

Option 장착및그로인한고장에대한안정성 확보와시

간절약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비효율적측면인조달물품기안자와결재자가

다른 구조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조달물품 기안자와

결재자가 동일인으로 단일화가 되면, 쇼핑의 편리성과

더불어전자조달에서의구매조달업무의간소화및신속

성향상[23, 24] 뿐아니라, 인력운용차원에서좀더효율

적이고, 책임 있는 조달행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논문의향후보완사항으로본연구에사용된법령

의 기능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문을 통한 실증

연구의 필요성과 사례분석에 대한 모형을 토대로 한 추

가연구가 필요하고, 공공조달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실무 담당자들의 입장에서

공사계약에대한계약및입찰에관한절차에대해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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