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분야>

규제 및 불공정행위 사례 관련 중소기업 의견수렴
2019. 2. 20(수) / 판로지원부

□ 공공조달 분야의 진입장벽, 규제․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례,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관련 사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겪은 실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요청
합니다.
※ 가급적 기관명, 계약건명, 시기 등을 아래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

① 입찰 시 실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유사․동종 실적이나
민간 공급실적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
[ 예시 ]

▪ A공공기관은 2016. 9. 업무용차량 12대 임차하면서 대여용 차량 15,000대 이상
보유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설정
▪ B지자체는 2017. 3. B지자체 교육자료 인쇄물 입찰 요건을 공고하면서 최근
1년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한해 인쇄물 납품실적 8천만 원 이상, 시설규모
100㎡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보유 등 조건 제시
▪ C대학은 2018. 6.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조사 용역 계약 입찰공고를 하면서
전년도 매출액 200억 원 이상 업체로 제한

② 입찰공고나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
[ 예시 ]

▪ D지자체는 2017. 3. 소나무 재선충 및 가로수 병해충 약품 입찰을 하면서
공고서 상에 특정제품의 상표명을 기재

③ 품질인증 조건이 제한적이거나 인증 조건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
[ 예시 ]

▪ LED 조명제품의 경우 KC, KS, 고효율인증제도, 효율등급제도, 녹색인증제도,
친환경인증제도 등 유사․중복으로 인증시험 간소화 진행

④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물품․용역․공사 수행하면서 기업의
책임이 없이 (또는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납기 등이 지연되었을 경우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였거나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사례
⑤ 물품 제조․공급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제조기업은 정당한 기회를
침해당하고, 공급기업에게는 설비요구 부담이 있는 사례
- 통합발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입찰기회가 차단되는 사례
[ 예시 ]

▪ E지자체는 2016. 2. ‘방역소독’과 ‘청소용역’을 통합하여 발주, 영세한 청소 또는
방역소독 단일 용역업체는 입찰 참가가 불가

⑥ 원자재 가격변동, 환율변동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 필요성이 있어 요청
하였으나 조정 받지 못한 사례
⑦ 민간 발주처와의 계약과는 달리 공공기관과의 계약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사례
⑧ 공공발주기관의 갑질로 인한 애로사항, 기타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불편 요소
본 사례발굴은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파악, 관련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
으로 수집된 업체명, 대표자명 등 실명, 연락처 등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