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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공조달 감사제도에 대한 연구*
김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물품, 서비스, 공사를 조달하는 공공조달
분야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감사제도가 공공조달의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영국의 공공조달법제 및 감사제도를 검토하고 이러한 영국제도가 우
리나라 공공조달 감사제도의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양국의 공공조달법제를 비교해 보면 우선 기본원리면에서 공공조달의 투명성, 경쟁성 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영국에서는 최적가치(value for money)가 우리나라에 비
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영국에서 입․낙찰과정에서 경쟁적 협
상방식 등 탄력성이 강조되고, 총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가격산정이 중시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양국의 공공조달 감사제도를 비교해보면 영국의 경우에는 최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성과감사
가 매우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조달제도나 운영상의 개선방안 제시감사를 적극적
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령에의 적합성 여부 및 예산절감 여부에 감
사의 초점을 맞추고 개선방안 제시감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 공공조달 감사제도에서도 최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성과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감사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해결하는 데에는 한
계가 있고 최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공조달제도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효적인 부패
방지제도를 갖춤으로써 최적가치 추구가 내포하는 재량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공공감사, 공공조달, 영국 공공조달법, 영국 감사원, 최적가치, 성과감사, 부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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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udit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Dae-in Kim*

As the public procurement, which means buying goods, services, and works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covers large portion in national economy,
transparency & efficiency of public procurement are critically important in any country.
Among others, ‘audit system’ in public procurement influences a lot to public procurement
operation. Therefore, this paper sees the United Kingdom (UK)’s public procurement audit
system to find out improvement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audit system.
In public procurement law system, both countries emphasizes transparency and competition
in public procurement. However, the UK system give much weight to value for money in
public procurement. This tendency can be seen in flexibility in contracting type and
importance of total life-cycle cost in price determination.
In public procurement audit system, the UK emphasizes performance audit based on
value for money study and give advice for improvement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or
its operation, while Korea tends to focus on the compatibility with public procurement
law and regulation, price reduction in public procurement audit and is reluctant in giving
advice for improvement of public procurement system or its operation,
Considering this comparative analysis, Korea should enhance performance audit based
on value for money study. Reform of public procurement audit system is impossible
without the reform of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 itself which focuses on value for
money. Furthermore, effect anti-corruption regime should also take place to control th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which value for money based public procurement entails.

Keywords: Public Audit, Public Procurement, United Kingdom (UK) Public Procurement
Law, National Audit Office (NAO), Value for Money, Performance Audit,
Anti-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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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 각국은 각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조달분야에서 투명성과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조달법제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조달시스템의 우
수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가격위주의 낙찰제도로
인한 품질저하, 지속적인 담합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구매조달학회, 2002; 이상호/한미파슨스, 2007).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공공조달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공조달의 모든 과정(입찰준비 낙찰자 선정 - 계약의 체결 - 계약의 이행 -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조달계약의 적정성을 확인
및 점검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들의 계약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9년에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도 하였다(감사원, 2019b; 감사원, 2019c).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감사제도는 공공조달계약의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연
구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조달 감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서 영국의 법제를 검토해보자 한다. 영국의 법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영국의 공공조달법제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영국 특유의 합리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어 있어서 참고할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연구가 부족했다.1) 둘째, 영국의 공공감사제도는 우리나라 공공감사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문태곤 2008; 김명수 외 2009; 김연식
2017), 영국의 ‘공공조달’ 공공감사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했다.2) 이와
같은 연구공백을 메우고 영국의 법제로부터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우선 영국 공공조달법제를 살펴보고(II), 이어서 영국 감사원
(National Audit Office: NAO)을 중심으로 공공조달 감사제도를 살펴보고(III), 우리나라의 법
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IV), 마지막으로 일정한 결론을 제시해보도록 한다(V).

1) 이희정(2014), 이현수(2015), 김대인(2019) 등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선행연구들에서도 영국의 공공조달법
제에 대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한국구매조달학회(2002) 등에서도 영국의 공공조달제
도가 소개되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매우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
2) 오창석(2017)에서 영국의 공공조달제도 감사에 관한 내용이 일부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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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영국의 공공조달법제
1. 개관

영국의 공공조달은 복잡한 법령체계에 의존하기보다는 조달공무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

최적가치(Value For Money: VFM)를 추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의 조달

구매전문가를 채용하여 민간부문의 발전된 조달경험을 공공부문에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기

․

울여 왔다(Arrowsmith, 2005: 3-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조달 구매분야의 전문가들이 모
인 대표적인 기관으로 왕립조달구매협회(The Chartered Institute of Procurement & Supply:
CIPS)를 들 수 있는데, 이 기관은 영국 조달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해왔다.3)
이처럼 영국은 공공조달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법보다는 전문가의 자율성을 강조하였지만
EU회원국으로서 공공조달에 관한 EU 지침(Directive)들4)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이러한 이유로 영국에서는 EU 지침의 내용만을 제한적으로 전환하여 규칙(Regulation)
으로 제정하고,5) 나머지는 가이드라인이나 정책문서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를 통해 규
율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태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6)
공공조달과 관련된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 내각실(Cabinet Office) 산하의
Crown Commercial Service (CCS)를 들 수 있다. CCS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중
앙부처들에게 제공하고, 우리나라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유사한 Framework Agreement 제도
를 운영하는 등 중앙정부의 구매조달에서 최적가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CCS의 전신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존재했던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OGC)이다. 2010년에 OGC의 기능은 내각실 산하의
Efficiency and Reform Group (ERG)으로 이관되었고, 2011년에는 그 이름이 Government
Procurement Service (GPS)으로 변경되었다. 2014년에는 GPS와 각 부처의 조달관리부서를 통
합하여 CCS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직변경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서 이루어졌던
공공조달을 중앙집권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혁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다NAO,

3) https://www.cips.org. (검색일 2019. 11. 1) 이 협회에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조달 및 구매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모범사례를 국제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4) 2014년 개정된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EU공익산업지침(Directive 2014/25/EU). 2014년에
새롭게 제정된 특허(Concession)지침(Directive 2014/23/EU)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EU 지침의 내용만을 그대로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방식(copy
out)과 EU 지침의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상세하게 규정하여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방식(elaboration)이 있
는데 영국의 공공조달규칙은 전자의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Doherty, 2014)
6) 다만 Brexit 이후에 영국의 공공조달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볼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Arrowsmith(2017).

영국의 공공조달 감사제도에 대한 연구

103

2013: NAO, 2017).
공공조달과 관련된 대표적인 영국의 법령으로는 유럽연합(EU)의 지침들을 국내법으로 전
환한 ‘2015년 공공계약규칙’(Public Contracts Regulation 2015), ‘2016년 공익산업계약지
침’(Utilities Contracts Regulation 2016), ‘2016년 특허규칙’(Concession Contracts Regulation
2016)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공조달법령에 해당하는 ‘2015년 공공계
약규칙’은 총 5장, 1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다양한 가이드라인(Guidance)을 두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
로는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계약의 낙찰에 대한 가이드라인, 낙찰 후
계약체결전 정지기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절차의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의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7) 또한
다양한 공공조달과 관련된 정책문서(Policy Document)들도 발표된 바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
로 최적가치와 비용절감에 대한 조달정책문서, 조달의 수행과 관련한 조달정책문서, 기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조달정책문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달정책문서, 광범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정책문서, 기술을 위한 조달정책문서, 건설조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달
정책문서 등을 들 수 있다.8)
이러한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공공계약규칙과 같은 법령
에서 규율하지 않는 내용을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정책집행을 위해 계약
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율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보완
할 수 있다(CCS, 2016b). 둘째, 계약과정에서 발주청의 법적 행위를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발주청은 계약의 이행성과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계약을 재협상할지, 아니면 채
무의 일부불이행을 이유로 감액지급을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수 있다(CCS, 2016c). 셋째, 계약공무원들이 법령 준수여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돕는 역
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의 권한이 있는지, 적절한 조달절차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확
인할 수 있도록 한다(Davies, 2008: 39).
이하에서는 2015년 공공계약규칙 및 공공조달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정책문서들을 토대로
영국의 공공조달법제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공공조달의 기본원리
2015년 공공계약규칙에서는 공공조달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2015년 공공계약규칙 제18조 (1) 발주처는 사업자를 동등하게, 차별하지 않고 취급해야 하며,
투명하고,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7) https://www.gov.uk/guidance/transposing-eu-procurement-directives (검색일 2019. 11. 1)
8) https://www.gov.uk/guidance/public-sector-procurement-policy (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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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장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조달을 기획해서
는 안 된다.
(3) 특정의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조달을 기획하는 경우
에는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
위 규정을 보면 공공조달의 원리로 평등원칙, 투명성원칙, 비례원칙, 경쟁원칙 등이 언급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EU 공공조달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영국은 전통적으로 최적가치(value for money)를 공공조달에서 매우 강조해왔다고
할 수 있다(Arrowsmith 2005: 3). 다양한 조달정책문서들 중에서 최적가치와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데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무부(HM Treasury)의 공공재정관리(Managing Public Money)에 관한 정책문서
를 보면 회계공무원은 공공재정을 지출함에 있어서 조직의 조달(procurement), 프로젝트, 그
리고 절차가 적합성, 효과성, 신중성, 품질, 좋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를
해야 하며, 이러한 평가는 회계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재
정전체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시하여 최적가치(value for money)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HM Treasury, 2013: 16-17).
다음으로 재무부의 ｢산정 및 평가에 관한 중앙정부 가이드라인｣(Central Government
Guidance on Appraisal and Evaluation)9)에서는 이러한 최적가치의 보장을 위한 산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정 및 평가의 절차를 보면 산정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개입
하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의 대목록
(long-list)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 중에서 소목록(short-list)를 추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비
용과 편익에 대한 산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선호하는 대안을 확정하고, 이후에 감독
과 평가절차를 거치게 된다(HM Treasury, 2018: 8).

3. 입찰방식
2015년 공공계약규칙에서는 2014년 EU 공공조달지침의 규정을 반영하여 크게 여섯 가지
종류의 입찰방식을 두고 있다. 1) 일반경쟁입찰(open procedure), 2) 제한경쟁입찰(restricted
procedure), 3)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 4) 경쟁적 대화
(competitive dialogue), 5)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6), 사전공고 없는 협상절차
(negotiated procedure without prior publication)가 그것이다[Art. 27-32].
이 중에서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 또는 ‘경쟁적 대화’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사

9) 일반적으로 Green Book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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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다. 1) 기존의 솔루션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발주청의 필요를 충족하기 힘들거나,
2) 설계나 혁신적인 솔루션이 포함되거나, 3) 복잡성 또는 법적이고 금융적인 상황 또는 이
와 연계된 리스크 등으로 인해 사전협상이 없이는 계약이 체결되기 힘든 경우, 4) 발주청이
사전이 기술규격을 충분히 정확하게 정립하기 힘든 경우 등이 그것이다[Art. 26(4)(a)].
또한 일반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거쳤는데 ‘불규칙적이거나 수용불가능한’(irregular
and unacceptable) 입찰만이 들어온 경우에도 ‘협상을 통한 경쟁절차’ 또는 ‘경쟁적 대화’ 절
차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불규칙적인’(irregular) 입찰이라 함은 조달문서를 준수하지 않
거나, 투찰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담합의 증거가 있거나, 지나치게 저가입찰을 한 경우 등
을 의미하며, ‘수용불가능한’(unacceptable) 입찰이라 함은 요구되는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거
나,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이 예산이나 조달문서에서 사전에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Art. 26(4)(b), 26(6), (7)].

4. 낙찰기준
2015년 공공계약규칙에서는 2014년 EU 공공조달지침의 규정을 반영하여 낙찰기준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낙찰’(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을 단일한 기준으로 채
택하고 있다. 발주청의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은 생애주기비용(life-cycle
costing)과 같이 비용효율성 접근법을 사용하여 가격 또는 비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은 해당 공공계약의 본체와 관련이 있는 품질,
환경 그리고/또는 사회적 측면의 기준들을 통해서 평가된 최고 가격-품질 비율(best
price-quality ratio)을 포함할 수 있다[Art. 67(1), (2)].
이러한 낙찰평가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술적 특징,
미학적, 그리고 기능적 특징을 포함한 품질, 모든 사용자를 위한 디자인, 사회적, 환경적, 혁
신적 성격, 그리고 거래 및 거래 조건, 2) 배정된 인력의 질이 계약이행의 수준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배정된 조직, 인력의 자격과 경험, 3) 애프
터서비스와 기술지원, 배송일자와 같은 배송조건, 배송절차, 배송기간 또는 완료시점 등이 그
것이다[Art. 67(3)].
비용요소는 사업자가 품질기준만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고정가격 또는
고정비용의 형식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낙찰기준은 제공되어야 하는 건물, 물품, 또
는 서비스와 관련될 경우 공공계약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생애주기의 어떤 단계에
있어서도 공공계약의 본체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낙찰기준은 1) 이러한 건물, 물
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제공, 또는 거래의 특정절차, 2) 생애주기의 다른 단계에 관한 특정
절차와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한다[Art. 67(4), (5)].
낙찰기준은 발주청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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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효과적인 경쟁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얼마나 입찰이 낙찰기준을 충족했는가를 평가
하기 위해서 입찰참가자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확인되도록 허용하는 기술규격
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발주청은 입찰참가자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
와 증거의 정확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해야 한다[Art. 67(6), (7), (8)].
발주청은 조달서류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을 결정하기 위해서 선택한 각 기준
들의 상대적 비중을 특정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가격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비중은 적절한 최고 및 최저비율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제시될 수도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이러한 비중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요도순으로 각
기준들을 열거해야 한다[Art. 67(9), (10)].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의 개념은 ‘최고의 가격-품질비율’(best price-quality ratio)과 최저비용(lowest price)을 포함하
는 포괄적인 개념(overarching concept)이라는 점이다. 2014년 EU 공공조달지침 개정과정에서
최저비용을 낙찰기준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에 반대하는 견해들이
있었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을 단
일기준으로 하되, 회원국의 재량에 의해서 그 개념 안에서 최저비용기준도 사용이 가능한 것
으로 정리되었다. 영국도 발주청의 재량을 존중하기 위해서 최저비용기준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하였다(CCS, 2016: 2).

5. 공공조달의 부패방지제도
영국에서도 공공조달에서 대규모부패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서 공공조달에서 투명성을 확
보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공정거래위원회10)는 2009년도에 103개의 건설
사들이 경쟁법을 위반하여 입찰담합, 특히 들러리입찰에 광범위하게 참여했다는 보고서를 발
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입찰담합이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적발된 103개 건설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OFT, 2009).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1억2천9백만 파운드의 벌금을 위
건설사들에게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199차례에 걸쳐 입찰에서 들러리입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대규모 입찰담합 적발에 따라 4년간의 조사가 있었는데, 이는 영국의 경쟁법상 가장 대규모
의 조사에 해당한다(Europe Economics, 2010: 4).
위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는 주요한 반부패정책 중의 하나로 공공조
달에서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중앙조달기관인
10) 2009년 당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명칭은 Office of Fair Trading (OFT)였으며, 현재는 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CMA)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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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를 통해서 공개계약정보기준(Open Contracting Data Standard: OCDS)을 적용하고 있는데,
OCDS 시스템의 일환으로 Contracts Finder를 둠으로써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접
근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는 계약의 낙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
토록 한 것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HM Government, 2017: 48).
다음으로 영국 공정거래위원회도 공공조달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년도에는 입찰담합적발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온라인상 계약정보를 분석하여 입
찰담합징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입찰담합적발에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11)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되고 있다. 공공조달과 관련한 부패사
례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들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기
관(organization) 또는 직책보유자(office-holder)를 미리 정해두고,12) 이처럼 사전에 정해진 공
익신고대상기관에게 공익신고를 할 경우에는 고발자들이 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이러한

공익신고대상기관에

지방자치부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 의해서 임명된 기관(commissioner)들이 추가되었다
(HM Government, 2017: 45).13)

III. 영국의 공공조달 감사제도
1. 개관
영국 감사원(NAO)은 영국의 최고감사기구로서 1983년 국가감사법(National Audit Act of
1983)에 의해서 입법부 소속으로 변경되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재량으로 오
늘날의 성과감사(value for money audit)에 해당하는 경제성(economy), 능률성(efficiency) 및
효과성(effectiveness)14)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동법은 2011년 재정책임성 및
국가감사법(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으로 재정비되었는데, 위와 같
은 감사원의 지위와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김연식, 2017: 39).
영국의 감사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첫째,

11) https://www.gov.uk/government/news/cma-launches-digital-tool-to-fight-bid-rigging (검색일 2019. 11. 1)
12) 이들을 ‘사전에 정해진 공익신고대상기관’(Prescribed Person)으로 부르고 있다.
13) 이는 한 지방자치단체(Towe Hamlets Council)에서 공공조달과 관련한 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이 이루어졌
으나 ‘사전에 정해진 공익신고대상기관’(Prescribed Person)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게 내부고발을
해서 고용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
14) 통상적으로 3E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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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감사원(NAO)의 감사보고서가 의회에 보고되고 발간된다. 둘째, 하원의 공공회계특별위
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PAC)에서 관계부처의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한다. 셋째, 하원의 공공회계특별위원회(PAC)는 감사결
과 지적내용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거나 학습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의회의 권고내용으로
담아 보고서를 발간한다. 넷째, 관계부처는 의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등을 보고
하거나 발표한다. 다섯째, 감사원(NAO)과 공공회계특별위원회(PAC)의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
실태를 사후관리한다(문태곤, 2008: 112).
이하에서는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감사원의 성과감사제도(Value for
Money Study)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공조달 관련감사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
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도록 한다.

2. 성과감사제도
영국 감사원은 매년마다 60여건의 성과감사(Value for Money Study)를 실시함으로써 정부
부처들이 공공재정의 사용에 책임성을 갖도록 하고 있다. 각 성과감사는 정부지출의 주된 분
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목표는 각 지출이 최적가치(Value for Money)를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최적가치라 함은 “필요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 자체를 문제삼으려
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재정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를 독립적이고 엄정한 분석결과를 의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NAO, 2016c).
감사원은 이를 통해서 최적가치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최
적가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감사대상인 서비스가 어떻게 증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고도 한다. 성과감사는 질적인 방법과 양적인 방법을 혼합하여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정분석, 2) 경영정보분석, 3) 문헌분석, 4) 부처의 핵심그
룹 또는 다른 스탭들과의 인터뷰, 5) 실무자들이나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6) 다
른 조직이나 국가들의 벤치마킹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성과감사는 통상적으로 감사개시로부
터 보고서발표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이러한 성과감사보고서는 하원의 공공회계특별위
원회(PAC)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기본자료가 된다(NAO, 2016c). 이와 같은 성과감사는 공
공조달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3. 공공건설분야에 대한 감사사례(2001년)
영국 감사원은 2001년에 건설분야의 현대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NAO, 2001). 이
러한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당시에 공공건설분야에서 최저가 위주의 낙찰관행이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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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다. 최저가낙찰 이후에 공사비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가 많았고, 계약금액조정으로 인한 분쟁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최
적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았다(NAO, 2001: 1-2).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공건설에서 최적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
해서 감사원이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1) 계약업체의 선정(selecting
contractor), 2) 설계(design), 3) 계획수립(planning), 4) 프로젝트관리(project management), 5)
시공성과측정(measuring construction performance), 6) 계약업체에 대한 대가지급(remunerating
contractor)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 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업체의 선정: 계약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생
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최적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
주청은 계약규격을 정할 때 계약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건물의 특성(건물을 사용하
게 되는 사람으 숫자, 건물에서 사용하게 되는 시설의 유형, 고객서비스의 유형 등)을
고려한 성과규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NAO, 2001: 41-44).
2) 설계: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i) 사용자의 미래수요와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
한 유연성, ii) 총생애주기비용의 일환으로서의 건물철거, iii) 사용자, 커뮤니티 뿐만 아
니라 건설업체와 유지인력의 건강과 안전, iv) 표준화와 사전제작을 통해 최적가치를
최대화, v) 재사용, 재활용 등의 증진, 최적가치 접근방법을 토대로 인한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사용과 같은 지속가능성 이슈 등을 고려해야 한다(NAO, 2001: 44).
3) 계획수립: 계획수립을 잘할 경우 총생애주기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건물의 기능성을 높
일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낭비와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좋
은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 분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설계와
시공간을 잘 연결해야 하며, 가치관리(value management)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NAO,
2001: 47).
4) 프로젝트관리: 좋은 프로젝트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설의 각 단계에 대한 포괄
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시공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시공을 할 수 있는 적합한 기술을 가진 사람과 조직을 선정해야 하며, 프로젝트
의 단계별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설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과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며, 팀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프로젝
트 매니저가 존재가 있어야 한다(NAO, 2001: 48).
5) 시공성과측정: 시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정하
고 이에 따라 시공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들의 예로는 하자의 발
생비율, 근로자의 재해발생비율, 공사당시에 예정된 건물관리비용과 실제 건물관리비용
간의 차이 등이 이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NAO, 2001: 49-50).
6) 계약업체에 대한 대가지급: 계약업체에 대한 대가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시공의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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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대가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최적가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계약업체가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갖도
록 하면서 납세자들에게 책임성 있는 대가지급수준을 설정함으로써 최적가치를 달성하
는 것이 필요하다(NAO, 2001: 51).

위의 내용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에 공공건설분야가 주요한 감사의 초점이었음을 볼 수 있
으며, 영국 감사원이 최적가치에 기반한 공공건설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4. 공공조달과 관련된 가이드라인(2010년)
최적가치에 기한 성과감사를 공공조달분야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국 감사
원은 2010년도에 조달의 최적가치지표 가이드라인 및 조달매뉴얼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조달의 최적가치지표 가이드라인
영국 감사원은 2010년에 ‘조달의 최적가치지표 가이드라인’(Procurement value for money
indicators guidance)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조달이 최적가치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질문을 던지고 있다(NAO, 2010b).
1) 조직에 의해서 사용되는 조달기능/모델이 비용효율적이고 적절한가?
2) 조달이 조직의 전략적인 목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가?
3) 조달절차가 효율적이고, 적시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
소화하고 영향력을 극대화하는가)
4) 조달이 물품과 서비스의 수요상 요청사항과 경영상 요청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5) 조달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공급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6)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전달을 위한 조직의 조달행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7) 비용절감을 달성함에 있어서 조달이 조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가?
8)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지속가능성과 윤리적인 조달을 포
함하여 물품과 서비스 조달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가?
9) 내부고객과 최종고객이 조달에 의해서 제공된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위와 같은 핵심질문에 근거하여 최적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1차 지표(primary indicator)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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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차 지표(secondary indicator) 6개를 제시하고 있다. 1차 지표로는 1) 조달기능의 전체비
용, 2) 미리 정해진 계약에 의한 실제지출이 제3자 대상지출(third-party spend)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조달전문가에 의해서 실제로 관리되는 제3자 대상지출의 비율, 4) 다른 조직 또는
전문구매조직(Professional Buying Organisation)과의 협력적 조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3자 대
상지출의 비율, 5) 작년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상위 5개 조달프로젝트에 대해서 조달을 통해
달성한 평균적인 절감액, 6) 위탁기관과 수요기관의 만족도, 7) 주요한 10가지의 경영실무 중
에서 채택된 실무의 갯수15) 등이 있다(NAO 2010b: 2-4).
2차 지표로는 1) 전체 조달공무원 중에서 자격을 갖춘 조달공무원의 비율, 2) 평균적인 청
구서(invoice)의 가치, 3) 조직의 10개 상위공급업체(지출금액 기준) 중 조직과 공식적인 파트
너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의 숫자, 4) 중소기업을 통해서 제3자 지출
이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 5) 공공부문조달지출조사(Public Sector Procurement Expenditure
Survey: PSPES)에 당해년에 범주화 및 보고된 제3자 지출의 비율, 공급업체관계관리(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SRM)에 속하는 제3자 지출의 비율, 구조화된 범주관리를 통해서
관리되는 제3자 지출의 비율, 6) 전자조달방식으로 구매한 전체 물품 및 서비스와 같이 전체
조달에서 기술이 이용된 비율 등이 있다(NAO 2010b: 5).
최적가치에 기반한 성과감사는 영국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중시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2010년에 들어서와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조달’분야에서 최적가치에 기반한 성
과감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감사원 조달매뉴얼
영국 감사원에서는 2010년도에 “조달 매뉴얼: 조달담당자를 위한 가이드라인”(Procurement
Manual: Guidance for Procurement Professionals)을 발간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감사원
(발주처) 및 사업자(공급업체)의 조달담당자들이 조달절차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이는 크게 2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공공조달
의 기본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공공조달에 적용되는 법제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제3장부터 제29장까지는 공공조달의 단계별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위 매뉴얼의 제1장에서는 우선 의무의 분리(separation of duties)가 강조되고 있다. 조달담
당자 개인과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달과정에서 주요한 결정권한, 즉 1) 조달수요의 확
15) 조달책임자가 해당 조직의 최고경영의사결정기구에 멤버로 포함되어 있는지, 고객만족도 조사가 정기적
으로 행해지고 있는지,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미래수요가 정기적으로 예측도고 있는지, 조달을 통한 이
익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고 있는지, 고가구매결정에 관한 조건이 총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지, 공공부문에서 획득가능한 가격통계와 민간부문에서의 그것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지, 윤리
적인 조달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지, 조달기술과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는지 등 10가지이다. (NAO, 20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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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2) 지출에 대한 결정, 3) 공급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검수 등의 권한을 한 명이 모두 갖
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NAO 2010a: 1.7).
다음으로 감사원이 항상 조달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이를 위해서 감사원은 1) 조달담당자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기술과 경
험을 지속적으로 계발하도록 하고, 2) 전자조달, 협력, 기타 공공분야 효율성 전략을 보다 많
이 사용하며, 3) 조달절차로부터 최적가치(VFM)를 달성하도록 하며, 4) 현명한 고객으로서
행동하며, 5) 효과적인 계약관리전략을 보유한다(NAO 2010a: 1.10).
또한 위 매뉴얼에서는 최적가치(VFM)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조달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
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적가치는 “조달과정에서 시간, 비용, 행정적 노
력을 줄이고/줄이거나, 공급업체로부터 최적의 가격과 품질의 물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고 있다(NAO 2010a: 1.11).
다음으로 중앙정부기관간 협력(collaboration)을 통한 조달이 최적가치의 확보를 위해서 바
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입찰공고, 입찰, 대가지급에
이르는 전자조달(e-procurement)의 활성화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NAO 2010a: 1.16-1.20).
다음으로 조달과정에서 평등원칙의 준수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장애여부, 성별, 인종 등
을 이유로 한 차별이 조달과정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NAO 2010a:
1.21-1.24). 또한 개도국 제품들의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서 공정무역제품의 구매도 활성화해
야 한다는 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를 고려
한 지속가능한 조달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 대가지급이 신속해야 한다는 점, 제3섹터로부
터의 조달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 등도 지적하고 있다(NAO 2010a: 1.25-1.39).
위와 같은 조달매뉴얼은 최적가치에 기반한 계약절차의 모델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각
공공기관들이 최적가치에 기반한 성과감사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 계약관리 감사사례와 계약관리 모범사례기준(2014년, 2016년)
(1) 계약관리 감사사례
영국 감사원은 2008년의 계약관리 모범사례기준(Good Practice Standard Contract Management)
을 토대로 하여 중앙부처의 73개의 계약관리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조사는 범법행위를 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부착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법무부에 제공
한 G4S사와 Serco사가 막대한 금액의 부당대금요구를 한 것이 밝혀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밝혀졌다(NAO,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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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 및 거버넌스: 장 차관급(board level)에서 계약관리에 대한 가시성이 존재하지 않

․

으며 국 실장급(senior level)에서도 계약관리에 대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NAO,
2014: 7).
2) 인적 자원: 정부는 계약관리에 필요한 적합한 사람을 적절한 지점에 위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필요로 하는 계약관리의 수준과 계약관리에 할당되는 사람의 숫자와 역량간에는
간극이 존재한다(NAO, 2014: 7).
3) 행정: 계약관리는 다방면의 성격을 가진 기능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계약관리의
재정적, 상업적, 운용적 측면간의 상호작용이 자주 제한적이다(NAO, 2014: 7).
4) 대금지급 및 인센티브: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상업적인 인센티브를 충분
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계약에 의해서 허용되는 대금의 감액수준은 계약이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NAO, 2014: 7).
5) 성과관리: 계약의 성과지표가 자주 취약하며, 정부는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지
나치게 의존한다(NAO, 2014: 8).
6) 리스크: 정부는 서비스의 민간위탁에 갖고 있는 리스크의 수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NAO, 2014: 8).
7) 계약개발: 각 부처들은 계약변경의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
다. 예를 들어 각 부처들은 사업수행수준에서 다른 서비스 영역과 분리하여 계약변경
을 하고 있다. 계약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NAO, 2014: 8).
8) 관계관리: 모든 중앙부처가 공급업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아

․

니다. 공급업체와의 관계에서 부처의 국 실장급에서 관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혁신에 대한 의미 있는 인센티브의 부재로 인해서 서비스의 수준을 증진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공동의 접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NAO, 2014: 8).
위와 같은 감사사례를 보면 단순히 법규위반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
면에서 최적가치의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계약관리 모범사례기준
2016년에 영국 감사원은 민간위탁계약의 계약관리에 대한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계기로
하여 2008년도에 발표되었던 계약관리 모범사례기준의 개정판을 발표하였다. 위 개정기준에
서는 모범적인 계약관리를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11가지 영역(area)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1) 계획과 거버넌스(planning and governance), 2) 인적 자원(people), 3) 행정(administration),
4) 관계관리(managing relationships), 5) 성과관리(managing performance), 6) 대금지급과 인센
티브(payment and incentives), 7) 리스크(risk), 8) 계약개발(contract development), 9)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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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supplier development), 10) 공급업체 관계관리(supplier relationship management), 11) 시
장관리(market management)가 그것이다(NAO, 2016a). 각 영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과 거버넌스: 입찰단계로부터 계약관리(이행)단계로 계획적으로 이전이 이루어지며,
계약관리의 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예산담당자, 고위책임자, 계약관리자 등이 분
명하게 정해져 있고, 거버넌스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된다. 명확하게 정의된 절차와
계약관리계획이 존재한다. 계약관리절차가 보다 넓게 조직의 거버넌스 과정, 리스크 구
조 등과 연계되어 있다. 계약관리행위의 비용이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에 비추어
서 정당화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규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전문적인 계약관리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거나, 외부로부터 입수가 가능하며, 이 내용들을 계약관리자
가 사용할 수 있다(NAO 2016a: 8).
2) 인적 자원: 계약관리자는 계약과 다른 관련된 이슈, 예를 들어 서비스수준협정(service
level agreement), 계약이행중인 공급업체의 성과에 등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계약관리자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적절한 지위 및 보수수준에
서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계약관리자들은 명확한 목표와 보고라인을 가지고 있고, 계
약관리자들의 성과가 평가를 통해 관리된다. 계약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계약관리를 담
당하는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된다. 조직은 계약관리자들이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계약관리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다(NAO 2016a: 9).
3) 행정: 문서화된 계약서가 축적되고 필요시에는 접근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복잡한 계약
의 경우는 계약내용의 요약, 계약이행가이드라인 등의 문서가 생산된다.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계약관리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 계약관리정보에 대한 정규적 또는
비정규적 보고시스템이 존재한다.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까지 행정을 관리하는 체계
가 존재한다(NAO 2016a: 9).
4) 관계관리: 계약관리자와 공급업체 각각의 책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내용이 ‘공동의향
서’(joint statement of intent)와 같은 문서에 의해서 정의된다. 계약관리자와 공급업체간
의 정규적,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열려있고 사용된다. 계약관리자, 공급업체,
기타 이해관계인(계약의 사용자, 기타 기술전문가 등)의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이고, 이
해관계인들이 계약관리과정에 적절하게 개입한다. 문제해결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사소한 문제가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NAO
2016a: 10).
5) 성과관리: 성과관리의 틀이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제대로 정해져있다. 이러한 틀은 포
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이러한 성과수준을 충족하는 공급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급업체의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요소들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정규공급업체의 성과에 대해서 정규적인 환류가 이루어진다. 사용자의 요건변경이 공식
적인 변경 및 계약관리과정의 일환으로 이해된다(NAO 2016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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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금지급과 인센티브: 대금지급체계가 문서화되어 있고, 분명하며, 모든 당사자들에 의
해서 잘 이해된다. 대금지급의 과정이 잘 정의되어 있고 효율적이며, 대금지급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승인절차가 존재한다. 계약체결이후의 대금지급의 변경이 계약규정에 따
라 이루어지고, 최적가치(VFM)를 달성한다. 인센티브구조가 의도하는 결과와 분명하게
연결되고, 적절한 통제와 승인체계에 따라 잘 관리된다(NAO 2016a: 12).
7) 리스크: 계약리스크 또는 공급업체리스크의 관리가 분명한 책임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진다.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된다. 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계약규정이 계약관리자에 의해서 이해되고 모니터링된다. 기밀성의 보와 관련된 계약규
정이 계약관리자에 의해서 이해되고 모니터링된다. 재결, 조정, 중재 등을 포함하여 계
약분쟁절차가 제대로 정해져 있다. 계약관리자는 공급업체의 재정건정성과 사업성과를
모니터링한다(NAO 2016a: 13).
8) 계약개발: 사업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약은 정기적으로 리뷰가 된다. 효과적
이고 신속한 계약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약변경의 거버넌스를
명확하게 정한다. 필요시에는 현존하는 서비스에 대한 최적가치(VFM) 테스트를 실시한
다. 양 당사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계약에 대한 상
업적인 변경을 다루는 절차가 공정하고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NAO 2016a: 14).
9) 공급업체개발: 공급업체의 개발이 어떻게 계획되고, 관리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절
차가 존재한다. 발주청은 공급업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급업체의 개
발이 공급업체의 목적과 어떻게 부합하는 지를 이해한다. 발주청과 공급업체 양자 모
두의 이익을 위한 공동의 작업이나 활동(절차의 개선, 공동연수 등)이 존재한다. 공동의
리스크절감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존재한다. 성과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관리 활동
이 존재한다(NAO 2016a: 15).
10) 공급업체 관계관리: 공급업체 관계관리프로그램이, 적절한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계획
되고 구조화된다. 필요시에는 공급업체로부터 혁신을 획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공급업체로부터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식관리이슈가 다루어진다. 전반적인
공급업체 관계관리목표와 부합하게 공급업체와 발주청의 최고의사결정단위에서 계약
과 계획되고 관리된다(NAO 2016a: 16).
11) 시장관리: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조달할 것인지(in-house), 아니면 외부업체로부터 조달
을 할 것인지(contracting-out)에 관한 평가절차가 존재한다. 시장에 대한 이해와 대체
적인 공급업체에 대한 이해를 획득하기 위해서 시장조사가 이루어진다. 잠재적인 공급
업체의 역량이 분석된다. 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관련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한다(NAO 2016a: 16).
위와 같은 2016년 계약관리 모범사례기준을 2008년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공급업체개발.
공급업체 관계관리, 시장관리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민간위탁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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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업체관리의 실패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독점적인 민간위탁시장의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6. 소결
영국의 공공조달감사제도를 보면 1983년 국가감사법의 제정이래 성과감사를 중심으로 하
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공공건설분야의 감사사례가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고, 2010년에는
조달의 최적가치지표 가이드라인 및 조달매뉴얼 등을 통해 최적가치에 기한 성과감사를 구
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14년에는 민간위탁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
사례가 보고되고 그 영향으로 2016년에는 계약관리 모범사례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
영국 감사원의 성과감사의 주된 초점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의 주된 초점
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이다. 첫째, 비용절감(cost reduction)이다. 감사원은 정부부처들이 지
출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둘째, 책임성(accountability)이다. 감사원
은 정부부처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의 영향과 책임성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전달모델의 사용을
검토한다. 셋째, 지방차원에서의 서비스전달(local level delivery)이다. 감사원은 전체적인 전
달시스템 또는 지방차원에서 서비스와 관련한 재원조달, 시행, 관리의 방식을 고려한다. 넷
째, 범부처적인 이슈(cross-government issue)이다. 감사원의 성과감사보고서의 많은 부분은 범
부처적으로 공통적인 교훈을 이끌어내고, 성공적인 사례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다. 다섯째, 주요경제위기의 극복(tackling major economic challenge)이다. 정부는 현재의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된 정책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NAO, 2016b).
이러한 영국의 공공조달감사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조
달에 대한 감사가 다양한 기관에 의해서 분절화되어 이루어지다보니16) 최적가치에 관한 명
확하고 일관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감사원(NAO)의 권고사항
도 집행기관들에 의해서 무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사원(NAO)은 공익평가(public interest appraisal)에 기반한 감사
에 초점을 맞추고, 최적가치심사를 하는 독립적인 기구(The Office for the 3Es)를 별도로 설
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Walker & Tizard, 2019: 9-12) 위와 같은 견
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며 독립적인 기구 설립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Pritchard & Lasko-Skinner. 2019: 57)

16) 영국에서 공공조달에 대해서는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NAO) 외에도 재무부 소속의 Government Internal
Audit Agency (GIAA) 등 다양한 감사기구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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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나라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
1. 우리나라 법제와의 비교
(1) 공공조달법제의 비교
이상에 본 영국의 법제를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법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드러난다. 첫째, 법체계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법률’수준에서 공공조달에 관
한 주요한 규율을 하고 있고, 시행령과 예규 등에서도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에서는 법률이 아닌 규칙(Regulation) 수준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보다 상
세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다양한 가이드라인, 정책문서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이
러한 법체계의 차이는 영국이 기본적으로 판례를 기반으로 한 보통법(common law) 전통을
가지고 있고, 특히 공공조달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법령에 의해서보다는 전문가들의 자율성
에 기반하여 공공조달을 해온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직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영국에서도 CCS를 중심으로 중앙조달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
로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달청은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운
영하면서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기관까지 수요기관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
는 등 중앙조달기능이 영국에 비해서 보다 강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본원리의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공조달법령상으로는 공공조달의 기본원리에 관
한 명시적인 규정은 찾기가 힘들지만 영국의 공공조달법령과 관련 가이드라인, 정책문서 등
에서는 최적가치(value for money), 투명성원칙(principle of transparency), 평등원칙(principle
of equality), 경쟁원칙(principle of competition) 등이 공공조달의 기본원리로 중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해석을 통해서 영국과 유사한 원칙들이 강조되고 있
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부패방지, 조달절차의 공정성확보의
차원에서 투명성원칙이나 경쟁원칙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며, 최적가치(value
for money)에 대한 강조는 영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탄력적
계약방식의 사용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총생애주기비용제도도 아직 적극적으로 활
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등을 통해 최적가치의 중요성이 우리나라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넷째, 입찰방식면에서 보면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경쟁적 대화, 수의계약 등 기본적
인 계약방식은 우리나라와 영국 간에 기본적으로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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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반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이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영국의 경우 ‘경쟁적 협상’이
나 ‘사전공고후 협상에 의한 계약’과 같이 탄력적인 계약방식이 우리나라에 비해 보다 많이
활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상의 요소가 강조된다는 것은 발주청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발주청에게 보다 많은 재량을 부여한다는 것
은 바로 부패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는 발주
청에게 적절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최적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장점이 될 수 있
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낙찰방식을 보면 영국에서는 ‘국가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중시하고 있고, 비용과 관련해서도 총생애주기비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최
적가치의 원리가 강조되는 추세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격이 실질적으로 중요
한 낙찰기준이 되고 있고, 생애주기비용의 중요성도 외국에 비해서도 덜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제도가 투명성 위주라는 점과 연관성이 있다.

(2) 감사제도의 비교
첫째, 감사의 성격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공공조달감사를 보면 규정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
한 합규성심사 및 예산낭비여부에 대한 재정감사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에 비해서 영국
의 공공조달감사는 최적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감사가 주된 내용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과감사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도 존재하고17) 관련된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18)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성과감사가 성

․

․

공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공병천 윤기웅 유승현, 201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조달의 구체적인 절차들이 상당부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관계
로 감사원은 이러한 법령내용을 근거로 하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까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에 대한 낙찰이 문제된 최근 감사원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감사원, 2019a). 반면에 영국의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발주청에게 재량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관계로 법령위반이 문제된 사례보다는 최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사례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둘째, 공공조달분야 중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
수의계약, 2) 전자조달, 3) 건설 등이 주된 분야임을 볼 수 있다.19) 그리고 계약체결 이전단
계라고 할 수 있는 입낙찰제도와 관련해서 주로 감사가 집중되고 있고, 계약체결이후의 계약

17) 감사원법 제19조의 4, 제34조의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등이 그것이다.
18) 감사원은 2005년에 ‘성과감사 운영 매뉴얼’을 발간한 바 있다.
19) 공공공사에 대한 감사사례에 대한 연구로 김성연(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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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과 관련되는 감사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1)
수의계약이 각종 우선구매제도와 연계되어 많이 활용되고 있고, 2) 조달청을 중심으로 한 전
자조달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3) 건설산업의 비중이 크고 입찰담합 등 다양한
비위행위가 주로 공공건설분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도 1) 건설분야를 포함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공공조달이 주요한 감사대상이었
고, 2) 최근 10여년간에는 민간위탁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이행(계약관리)와 관련한 감사가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영국에서 민간투자(PFI),

민간위탁

(contracting-out) 등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20)

2. 우리나라 법제에의 시사점
(1) 공공조달 감사제도 개선에의 시사점
공공조달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감시하고 규정에의 부합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우
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감사가 추구하는 기본가치였다고 한다면, 공공조달의 세계적인 패러다
임이 최적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감
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최적가치를 반영한 성과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조달과 관련된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21)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조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등과
의 정보 및 인적 교류의 강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성과감사의 기준이 되는 최적가치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감사원에서 공공조달 최적가치의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공공조달법제 개선에의 시사점
공공조달 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조달제도 자체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공공조달제도는 조달자체의 최적가치보다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확보, 우선구매비율제
도 등 형식적인 정책지원기능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물론 공공조달의 발전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영국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영국의 법제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
20) 영국의 민간위탁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대인, 2019: 113-114.
21) 앞서 보았듯이 영국에서도 최적가치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원(NAO)의 역량강화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Pritchard & Lasko-Skinner, 201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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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조달자체의 최적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방향으로 가
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미 도입되어 있는 종
합심사낙찰제를 좀 더 활성화하고, 경쟁적 대화 제도 등 탄력적인 계약방식을 좀 더 적극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영국과 같이 다양
한 매뉴얼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공조달에서 최적가치를 강조할 경우 발주청의 재량확대로 연결되
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패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보호 등 공공조달의 부패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실효성
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결 론
이상에서 영국의 공공조달 감사제도를 검토해보았다. 영국의 공공조달법제를 보면 기본원
리면에서 공공조달의 투명성, 경쟁성 등이 강조하면서도 최적가치(value for money)가 전통적
으로 강조되고 있고, 법령보다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공공조달을 규율하고 있
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영국의 공공조달 감사제도를 보면 역시 최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성과감사가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조달제도나 운영상의 개선방안
제시감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한 영국의 공공조달 감사제도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감사제도에서도 최적가치를 기반으로 한 성과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적가치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감사원의 공공조달에 대한 전문성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감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적가치
를 기반으로 한 공공조달제도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효적인 부패방지제도를 갖춤으
로써 최적가치 추구가 내포하는 재량의 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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