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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효율성 확보 제도의 발전방안
-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중심으로류 영 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계약심사제도의 운
영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인대리인이론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정보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기준으로 분석의 틀을 구상하고 이
에 따라 계약심사제도의 운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약심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을 막기 위하여
발주부서-계약심사부서-계약부서-민간업체 등이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선택을 막기 위하여 전문교육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한 역량강화와 민
간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
하여 사후감사와 연계한 계약심사제도의 기능강화가 필요하고 계약분쟁과 관련한 법규
정 정비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할 수 있다.
[주제어: 계약심사제도, 지방재정 효율성, 주인대리인이론, 정보비대칭]

Ⅰ. 서 론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건 속에서, 한정된 정부예산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방재정
활동은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의 건전재정과 재정 효율화)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심사제도, 경상경비비율 점검, 세출예
산 절감비율 점검, 자체사업 연말지출원인행위비율 점검, 행사축제성 경비비율 점검 등을 수
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는 공공기관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로 행정개혁 차원에서 2003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제도이다. 2008
년에는 광역자치단체, 2009년에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확산되면서 그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즉, 지속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고 언론 등을 통해 매년 기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심사
제도가 지방재정에서 갖는 중요성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을 발주
하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
1) 2003년 서울시에서 계약심사과를 설치하면서 시작된 계약심사제도는 2008년 3월 행정안전부가 ‘시도별
계약심사과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면서 전국
적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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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원가계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인력이 ‘발주부서가 민간에
게 발주한 공사·용역·구매 등의 구입예정가격(발주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여 계약하였는지’
를 심사하여 사업비를 분석·조정하는 것이다.
계약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발주부서가 작성한 발주예산이 계약부서로 넘어가서 입
찰과정을 거쳐 낙찰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발주예산이 예정가격이 되거나 계약부서에서
일정한 심의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이동욱 외, 2010: 75).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에
는, 발주부서가 발주예산을 산정하여 계약심사부서에 계약심사 의뢰를 하고 계약심사부서는
원가산정의 적정성, 설계공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 송부하
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의하고 발주부서는 심사결과를 반영하
여 계약부서에 계약의뢰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a: 72-82).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지
만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부족한 상황이다. 단순한
예산절감 액수가 아니라 이 제도를 보완하여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사제도의 실태
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제도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향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의의를 가
진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계약심사제도 운영 사례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내부자료로 수집하
였는데 광역자치단체마다 3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한 결과 2013년에만 1조 2,00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정책브리핑, 2014. 9. 15). 대구시가 원가절감 및 자체원가계산 기준마련 계약심사제
도 운영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뉴시스, 2014. 9. 18).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2013년 654건의 예산사업
5,016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399억원(절감률 7.9%)을 절감했다(아시아뉴스통신, 2014. 4. 3). 대
전시가 도입한 ‘계약심사제도’가 예산 절감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2012년 315억 원, 2013년에 321억 원을 각각 절감했다(충남일보, 2014. 8. 6). 전라남도가 올
해 상반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473억원의 예산을 아꼈으며, 심사 기간도 단축 운영
해 지방재정 균형집행에도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건설타임즈, 2014. 7. 7). 경남도는 계약심
사제도 운영으로 지난해 616억원에 이어, 올해는 6개월간 342억원의 예산을 절감해 도 재정건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뉴스웨이, 2014. 7. 17). 제주도는 2013년 12월말까지 2,133건에 2조
3,952억원의 계약을 심사하여 1,583억원을 절감했고 절감된 재원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했다(제민일보, 201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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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주인 대리인 이론
주인대리인이론을 검토하면서 계약심사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함의점을 도출하였
다. 주인이 처리하기에 지식·정보·기술·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게 된다(Rutherford et al, 2005: 630-631; Chang et al, 2014: 3093). 계약심사제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발주하고 심사하는 등 주인의 역할을 하고, 민간업체가 계
약체결 내용을 이행한다는 점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3) 이에,
대리인이 주인과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되면서 주인의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행동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비대칭
(asymmetry of information)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Cavaliere et al, 2008:
687-688). 대리인인 민간업체는 계약을 통해 맡게 되는 업무에 대해 주인인 지방자치단체보
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주인이 대리인의 모든 활동을 관찰 또는 모니터링할 수 없으
므로 주인-대리인 관계의 특징인 정보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다. 주인과 대리인은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계약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는데, 실무 차원에서는 계약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
는 것이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Cavaliere et al, 2008: 692-696).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선택을 하게 되고, 대리
인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Saguan et al, 2006: 2-3). 첫째,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계약체결 이전에 대리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주인과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능력이 부족한 대리인을 선임할 때 생기는 것으로(Cvitanić et al, 2013: 1230),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영역에서는 책무성과 투명성이 결여되기 쉽고 주인이 아닌 대리인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김성욱 외, 2013: 31; 이화영 외, 2013b: 248). 역선택을 방지하
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에 치중하지 않도록 주인이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
문성을 가지고 대리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Neill et al, 2012: 631-632).
둘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은 계약체결 이후에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대리인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황혜신, 2005: 44), 대리인이 업무처
리에 있어서 윤리적 관념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Neill et al, 2012: 648).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점검,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

3)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의 관계를 주인-대리인으로 구분하면, 국민이
‘주인’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리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주인-대리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이나 예산을 확대하
거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 등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간의 주인-대리인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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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Attar et al, 2010: 377). 또한, 일방적으로 대리인이 주인에게 충실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
인과 대리인이 상호 가치관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Bottom et al,
2006: 31-34).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주인대리인이론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보면, 부동산 시장에
서의 주인과 대리인 간의 갈등(Rutherford et al, 2005), 의약분업사례에 적용(황혜신, 2005a,
b), 사회교환이론과의 비교(Bottom et al, 2006), 주정부가 운영하는 기업과 일반 사기업 간의
비교(Cavaliere et al, 2007),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서 행위자 관계(정용남, 2007), 기름유출
사고 분석(Neill et al, 2012), 지방정부 회계부정의 원인(정성호 외, 2012), 공공분야와 민간분
야의 성과급 도입과 운영(권일웅, 2012), 에너지 효율 간극의 원인(김성욱 외, 2013), 국제개발
원조에서 공여국 내-공여국과 수여국 간-수원국 내 주체들의 관계(이화영 외, 2013a, b), 서비
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 조정(Chang et al, 2014) 아파트 관리의 갈등 원인(김성연 외,
2014) 등 기존의 연구들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되는 계약심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일부 지역의 계약심사제도
를 분석한 연구(김찬동, 2004; Prager, 2008; 류춘호, 2009; 이동욱 외, 2010; 이상근, 2011), 중
앙정부가 담당하던 계약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김찬동 외, 2010), 법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홍종현, 2014), 계약관리와 관련한 연구(Compte et al, 2008;
Hsieh, 2012; Joaquin et al, 2012; Bertels et al, 2014; Centafont, 2014; Lazzarotto et al, 2014)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약심사제도를 분석할 때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강조
한 계약심사 및 계약관리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정보공개를 강조한 연구로,
Compte et al(2008)은 계약 이전에 대리인(민간업체)이 계약내용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정보
공개와 공유가 필요하고 주인(정부)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유능한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와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계약 전에 관련 정보
를 획득하는 것이 주인과 대리인 모두에게 유용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둘째, 정보공유를 강조한 연구로, Hsieh(2012)는 지방정부 계약의 성과를 높이는 국가요인
과 지방요인의 정보공유 및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 1992년, 1997년, 2002년의 ICMA 자료를
활용하여, 실행가능성 점검(feasibility assessment) 역량, 수행(implementation) 능력, 평가
(evaluation) 역량을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보고, 국가의 정치(politics), 재창조(reinventions),
법령(legislation), 재정건전성(fiscal health)을 국가의 상황으로 보았다. Joaquin et al(2012)는
정부의 계약관리를 ‘정부가 민간과 계약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다고 정의하면
서, 미국 지방정부의 1997년 자료와 2007년 자료를 비교하였다. 예산을 절감하고 정부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약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고 정보공유가 필요한데,
특히, 의사소통과 협력, 신뢰,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 모니터링과 평가, 사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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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pre-evaluation)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지식을 강조한 연구로, 이상근(2011)은 2003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계약심사
제도의 성과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식 차원에서 계약심사 인력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원
가분석자문회의를 내실있게 운영하며, 책무성 확보 차원에서 현장확인, 설계의도 확인이 필요
하고 과다설계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제안하였다. Bertels et al(2014)는 계약업무가
일시적 수요(volatile demand), 큰 복잡성(great complexity), 지식이 많이 필요한 업무
(knowledge-heavy work), 많은 이해관계자(many stakeholders), 계약당사자의 변덕스러운
요청(erratic counterparty requests) 등으로 인해 소요시간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
하면서, 계약관리자는 협상 능력,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
춰야 하며 지식 간의 연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넷째, 전문성을 강조한 연구로, 김찬동·배준식·박성문(2010)은 지방계약법령을 분석하고 해
외 도시의 계약사례를 고찰하면서 서울시가 계약심사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개인
적·조직적·시스템 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이동욱·김용탁(2010)은 제주도에서 운영 중인 계약심
사제도의 운영현황을 지자체와 용역업체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
다. 제주도 계약심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약심사 담당자 및 용역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고 계약심사 담당 인력을 증원하며 용역업체 내에 계약심사제도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계약심사 담당자와 용역업체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섯째, 책무성을 강조한 연구로, Prager(2008)는 Florida Weston 도시의 민간업체 계약 활
동을 2002년 ICMA 서베이를 통해 7가지 서비스의 계약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Weston에
서는 담당 공무원이 계약을 모니터링하여 민간업체의 책무성을 점검하고 계약의 성과를 측정
하는 관리 기능에 집중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즉, 계약과정 자체를 아웃소싱하고 공
무원이 아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축하였다. 또한, 협상된 계
약(negotiated contract)을 선호하고 민간업체에게 책임성(responsibility)을 부여하고 계약 갱
신규정(contract renewal provisions)을 두었다. 류춘호(2009)는 계약심사제도가 사전적 예산
절감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집행, 사후관리(모니
터링) 과정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통합관리하
여 특정회계로 관리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Centafont(2014)는 계약의 양이 많고 내용이 복잡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계약관리 시스템(formal contract management system)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계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계약의 전반적인 과정을 점검 및 지원할 수 있으므
로 효율적인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Lazzarotto et al(2014)은 계약을 통한 아웃소싱은 비
용절감·유연성·조직혁신·조직경쟁력 등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계약부서가 민
간업체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에 관심이 적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법규정과 관련한 연구로, 홍종현(2014)은 법제도적 관점에서 계약심사제도를 분석
하면서 계약심사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계약심사제도
의 목적을 단순한 예산절감으로 보기 전에 재정의 공공성 실현 측면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계약심사부서가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공조달계약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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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계약이 아니라 私法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들면서, 공공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
할 경우에는 私法적 분쟁해결방식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계약심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
장 확인을 통한 협의, 부서간의 협력 등이 필요하고, 재정의 공공성과 효율성,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차별성은 주인대리인이론을 중심으로 계약심사제도 운
영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제도운영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표 1> 계약심사 선행연구 검토
계약심사
핵심요소

연구자

Compte et
al(2008)
Hsieh
(2012)
정보공유
Joaquin et
al(2012)
이상근
(2011)
지식
Bertels et
al(2014)
김찬동 외
(2010)
전문성
이동욱 외
(2010)
Prager
(2008)
류춘호
(2009)
책무성
Centafont
(2014)
Lazzarotto
et al(2014)
홍종현
법규정
(2014)
정보공개

연구 대상

연구 내용

주인-대리인 모형 적용 정보공개, 정보습득과 관련한 주인-대리인 모형
적용, 계약 전-후 정보습득 비교
ICMA의 1992년,
국가 환경에서 지방정부 계약의 성과를 높이는
1997년, 2002년 자료
국가요인과 지방요인의 연결과 정보공유 모색
미국 지방정부
민간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지방정부의 1997년과
계약관리
2007년 대응행태 비교
서울시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금액과 계약심사 사례
계약심사제도
분석,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계약관리자의 역할과 계약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연동이
능력
필요한 내용 제시
계약사무 이양과
계약심사 현황 분석과 해외사례 고찰을 통해,
공공계약
서울시 계약심사의 전문성 확보방안 제시
계약심사 담당자와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제주도 계약심사제도
설문조사, 발전방안 제시
Florida Weston
Weston에서 민간업체와 계약한
도시와 민간의 계약
작용·과정·효율성을 분석
서울, 부산, 울산
전국적인 예산절감액과 서울, 부산, 울산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 분석, 발전방안 제시
효율적인
감사 기구로의 계약관리 시스템을
계약관리 시스템
제언하고, 시스템에 탑재되어야 하는 내용 제시
5개의 민간업체와
민간업체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는 아웃소싱
9개의 계약
계약을 선호하는 현상을 분석
계약심사제도의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과
법제도적 측면
제도 개선방안 제시

3. 분석모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로,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 요소를 선정하고 분석의 틀을 작성하였다. 분석의 틀을 기초로 지방자
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각 변수를 설명하면, ‘정보 비대칭’은 행위자(주인-대리인) 간의 정보
가 불평등하다는 점에서 발주부서·계약심사부서·계약부서·민간업체와의 정보공개, 정보공유
를 선정하였다. ‘역선택’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주인이 알아야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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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담당 인력의 지식과 전문성을 선정하였다.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업무처리할 때 윤리적
관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책무성, 법규정을 선정하였다.

<그림 1> 분석의 틀

<표 2> 분석요소의 정의
이론

정보
비대
칭

역선
택

도덕
적
해이

변수

조작적 정의

정보
공개

계약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가

정보
공유

행위자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가

지식

업무와 관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전문
성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

책무
성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활동이 있는가

법
규정

분쟁, 갈등, 협력과
관련된 법규정이
있는가

출처
Rutherford et al(2005), 김성욱 외(2013),
이상길(2013), 이화영 외(2013a,b), Chang
et al(2014), 김성연 외(2014)
Bottom et al(2006), Saguan et al(2006),
정용남(2007), Hsieh(2012), Joaquin et
al(2012), 권일웅(2012)
김성욱 외(2013), Bertels et al(2014), 김
성연외(2014)
Prager(2008), 류춘호(2009), 김찬동 외
(2010), 이동욱 외(2010), 이상근(2011),
Hsieh(2012),
이상길(2013),
홍종현
(2014), Bertels et al(2014), Lazzarotto
et al(2014), 안행부 예규(2014)
황혜신(2005a,b), Prager(2008), Neill et
al(2012), 정성호 외(2012), 이화영 외
(2013b), Centafont(2014), Lazzarotto et
al(2014), 김성연외(2014)
김찬동(2004), 정용남(2007),
Prager(2008), 이상근(2011),
Hsieh(2012), 정성호 외(2012), 이상길
(2013), Chang et al(2014), 김성연외
(2014), 홍종현(2014),

황혜신
(2005a,b),
Cavaliere
et al(2007),
Compte et
al(2008)
정성호
외
(2012),
정성호
외
(2012),
이화영
외
(2013a,b),

Attar
et
al(2010),
김성욱
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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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현황
1) 계약심사제도 개요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안전행정부,
2014a: 7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5)과 제74조 제8항6)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
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안전행정부, 2014a: 72). 정부가 활용하는 계
약제도는 정부의 재정 지출없이 공공서비스의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Prager,
2008: 167).7)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해 온 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3장에서 계약심사 운영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원가산
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안전행정부, 2014a: 76). 둘째,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
변경심사)를 한다.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계약심사부서에
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안전행정부, 2014a: 82).

4)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안
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6)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
야 한다.
7) 계약심사제도 이전에는 발주예산을 작성하면서 금액과다계상, 품셈과대계상, 노임직종 잘못 적용 등이
있었고, 시장가격을 조사하지 않아서 가격정보 부족, 기술정보 부족, 아이디어 부족, 현장감각 부족 등
이 있어서 발주예산이 과다계상되는 경우가 있었다(김찬동, 2004: 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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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계약심사 절차
설 계
(원가계산)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
사

자료: 안전행정부(2014a) p72.
안전행정부 예규에는 의무적 대상사업, 임의적 대상사업8), 심사제외 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안전행정부, 2014a: 73-75).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
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한다(안전행정
부, 2014a: 86).

<표 3>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심사
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시, 도)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시, 군, 구)

- 공사: 추정금액 5억원
- 공사: 추정금액 3억원
원가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심사 - 용역: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용역: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 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설계 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 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변경 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
심사 누적금액)
적금액)
자료: 안전행정부(2014a) p86.
그동안 운영되었던 계약심사제도의 실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매년 1
조원 이상의 예산을 점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연도별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심사요청액

15,040건
14조5,597
억원

25,479건
16조8,236
억원

39,952건
22조2,484
억원

47,029건
22조3,268
억원

49,324건
23조6,384
억원

절감액

1조2,174억원

1조1,616억원

1조4,117억원

1조2,846억원

1조2,332억원

심사건수

자료: 안전행정부 보도자료(http://www.mospa.go.kr) 및 내부자료 가공.
2014년 12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계약심사제도와 관련한 조례와 규칙이 제정·
운영되고 있다. 이미 2009년 1월까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계약심사부서가 설치되었고 2010
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 계약심사부서 설치가 확대되어 운영 중이다. Hsieh(2012)가 지역의
8)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내용을 정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안전행정부 예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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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역량이 중앙정부 차원의 성과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처럼(Hsieh,
2012: 1095),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
사제도를 매년 점검하고 있다.

<표 5> 광역자치단체 계약심사 조례 및 담당조직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조례 명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
례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
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
례
인천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
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
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에 관한 조례

규칙·훈령 명칭

담당 조직

인력

서울특별시 계약심
사업무처리규칙

재무국
계약심사과

43

부산광역시 계약심
사업무처리규칙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10

대구광역시 계약심
사업무처리규칙

감사관실

7

감사관실

6

인천광역시 계약심
사업무처리규칙
광주광역시 계약심
사업무처리규칙
대전광역시 계약심
사업무처리규정

감사관실
계약심사담당
감사관실
계약심사담당

울산광역시 계약심
사업무처리규칙

감사관실
계약심사팀

6

세종특별자치시 계
약심사업무처리규칙

감사관실

3

경기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경기도 계약심사업
무처리규칙

강원

강원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
례

강원도 계약심사업
무처리규칙

충북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충남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
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전북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원가심사
업무 처리규칙

전남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
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
례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경북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
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처리규칙

경남

경상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
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계
약심사업무처리지침

감사관실
계약심사
담당관
감사관실
일상감사담당
안전행정국
회계과
계약심사팀
감사위원회
조사과
조사2팀
기획관리실
예산과
원가심사팀
안전행정국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감사관실
행정국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원가심사담당

7
8

28
8
5
6
7
8
3
7
5

자료: http://www.elis.go.kr, http://legal.seoul.go.kr,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2014. 12. 2. 검색).
주: 인력은 계약심사 담당 인력.
주: 고딕체는 계약심사 전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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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 및 정보공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9)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지역주민에게 공개되고 감시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약심사제도와 직접 관련된
행위자는 발주금액을 산정하는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해당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업체 등인데, 행위자 간의 정보공개 및 정보공유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홍종현, 2014: 639-640)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3) 지식 및 전문성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체결 이전과 이후에 회계학·경제학적 지식으로 실제 비용
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증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홍종현, 2014: 630).
최저가 입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가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방자치단
체의 발주부서 등이 회계학·경제학·법학·분야별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원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류춘호, 2009: 235). 여기에 계약관리 역량강화
의 필요성이 있고(Hsieh, 2012: 1100-1102) 민간업체(대리인)의 역선택 위험이 있다.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규격 변
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전문가를 중심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안전행정부, 2014a: 86).

4) 책무성 및 법규정
계약심사제도는 행정부 내부에서 예산집행 이전에 수행하는 사전예방적 통제수단의 기능
을 하는 사전적·예방적 차원의 제도이다. 특히, 계약심사부서가 발주예산을 삭감하거나 설계
및 공법을 변경하거나 공정제거 등을 위해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 환경을 확인하고 필요한 설
계·공법·자재 등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업체(대리인)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
다.

9) 지방재정법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발주계획(사업명, 발
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입찰공고(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개찰의 결과. 4.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
한다). 5.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대가의 지급현황 ②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
체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
계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
년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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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의 계약심사제도 운영 사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계약심사제도 운영 사례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세 건씩 제출한 2013
년에 수행한 계약심사 내부자료로 확보하였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3년에 실시한
총 51개 계약심사제도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법 및 설계변경에 대한 지식을 활용한 예
산절감 사례가 많고 지역마다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매년 유사한
유형의 예산절감 사례가 나타나며 2014년에 추진한 계약심사 사례 또한 2013년 사례와 큰 차
별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사례(광역 市)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내용
6개 사업에 대한 사전 계약심사제도 시행
승강기 설치공사비 적산기준(품셈)을 개발
계약심사제도의 10년간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개선 계획을 수립
계약심사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추진, 계약심사
부서에 전문인력 배치, 관련 전문교육 실시
계약심사 우수사례집 발간
해양투기 준설토를 매립토로 재활용
공법변경으로 원가절감, 자체 원가계산 기준 마련
민간위탁 보조금을 사전 계약심사제도로 변경
계약심사 우수사례집 발간,
내부망을 이용한 계약심사동호회 운영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통합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보장
보도교 설치공사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협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용역에 대한 광주형 용역단가 기준
배수관 부설 위치를 반대편으로 변경
전압강하 재계산을 통한 케이블 및 트레이 규격 변경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도 계약심사 실시, 자치구
발주사업에 대해 시 본청에서 위탁 계약심사
도로포장공사 공법 변경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분석으로 공사비 절감
도로경계블록 설계 및 시공지침 마련, 적용
불필요한 공종제거,
구조물상부 피복성토 공법과 철근가공방법 변경
건축물 용도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시공방법으로 변경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원가심사의 원가조정, 공정개선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의 원가심사, 공법변경
국가자전거 도로개설사업의 설계공법 변경

자료: 8개 광역 市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계약심사
핵심요소
책무성
지식
지식
정보공개, 지식,
전문성
정보공유, 지식
지식
지식
책무성
정보공유, 지식
책무성, 법규정
법규정
책무성
지식
지식
지식
책무성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책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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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
계약심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주부서와 심사부서가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계약심사
부서에 기술사, 기사, 석박사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부산시), 계약심
사운영 자체 전산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하여 정보공개 기반을 마련(강원도), 시공현
장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시공에는 정부 표준품셈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할증부여를 통해 현실
적인 단가로 조정·반영하였는데,10) 정보공개를 통해 시공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연구동아
리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가분석자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증액(전남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정보공유
계약심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사업소·공사·공단·구·군 등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충남도), 계약심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8년 이후
1,500건의 계약심사내역서와 심사결과서를 탑재하고 도-시·군-용역설계사 간에 계약심사정보
공유(충북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3) 지식
지식을 활용한 예산절감 사례가 대부분으로, 원가계산, 공법 및 설계 변경, 자체기준 개발,
자체시스템 구축, 신기술 활용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이다. 즉, 현장조사를 통해 승강기
설치공사비 적산기준(품셈)11)을 개발하여 모든 종류의 승강기 공사비 산출이 가능하게 된 사
례(서울시), 계약심사제도의 10년간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개선 계획
을 수립(서울시), 준설토를 매립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법을 변경하여 적용(부산시), 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공순서 및 공법을 변경(대구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용역(수도정비,
하수도정비, 도로정비 등)에 대한 용역단가 기준을 마련(광주시), 민간기업과 발주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배수관 부설 위치를 반대편으로 변경(광주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에서 전
압강하를 재계산하여 케이블 및 트레이 규격을 변경(광주시), 도로포장공사 설계법을 한국형
포장공법으로 변경적용(대전시), 노후된 정수장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한 현지확인,
설계서 검토,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분석 과정을 거쳐서, 손상 유형에 적합한 보수·보강 공종을
적용(대전시), 도로경계블록 설계 및 시공지침인 원가산정기준을 마련(울산시),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서 불필요한 공종을 제거(울산시), 기술센터 건립공사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경제적인 시공방법으로 개선(울산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의 원가를 조정하고

10) 서울시에서는 정상가격에 비해 비현실적인 시중견적가를 적용함으로써 실제 공사 또는 구매 과정에
서 판매자가 납품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이상근, 2011: 145).
11) 건설사업에서 적산은 건설공사의 기술적·사업수행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평가·관리하는 과정이다. 부정확한 적산은 공사수행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김명수, 200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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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개선(세종시),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서 적정 공법으로 변경(세종시), 국가자
전거 도로개설사업에서 현장여건에 적합한 설계공법으로 변경(세종시), 공업용수 건설공사의
관로매설 작업에서 쉬트파일 설치를 축소하고 가물막이 공법 등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공법으
로 변경·적용(충북도),12) 지방도로 공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옛길물길 조성사업 등에서
과다설계된 부분을 조정하고 공법을 변경(충남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4) 전문성
품셈에 없는 자체적산기준(하수도공사 터파기 기울기 적용기준 등 6개)을 수립하여 발주
및 심사 실무자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공(경기도),13) 전문가 13명(도청 5명, 시·군청 3명, 교수
3명, 건축사 2명)으로 계약심사자문단을 구성하여14) 단순한 원가절감이 아니라 현장에 맞는
공법 제시, 신시술 및 특수공법의 타당성 자문 등 기술적 자문을 수행(충북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서 발주처가 특허공법으로 설계한 공종에 대해, 자체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기
술, 특허사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전남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와 별도로, 경남도
발주공사 중 사업비가 증액되는 모든 설계변경 건에 대하여 변경계약 전에 설계변경심사위원
회에서 설계변경 과정을 검토하여 전문성을 활용(경남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5) 책무성
기존의 계약심사는 설계완료 후에 실시하였으나, 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6개
사업에 대해 사업별 전담팀(내부위원 60%, 외부위원 40%)을 구성하여 설계완료 이전에 내용
을 검토하여15) 민간업체의 책임감을 높이고 설계개선, 품질향상, 원가절약(서울시). 민간위탁
보조금 교부에 계약심사제도를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책무성을 높이고(대구시). 계약심사
와 일상감사를 통합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자기진단 제도)으로 운영하면서 처리기간이
단축되었고 예산도 절감(인천시),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협의가 어려운 보도교 설치공사에서
현장검증을 토대로 협의(인천시),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인 소규모 사업, 설계변경, 턴키공사
등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하여 시공사의 책무성을 높이고(대전시), 2010년에 전국 최초로 시
행한 민간공사 무료 원가자문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민간공사, 민간 보조사업까지 계약심사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계약심사결과에 따른 심사기준 및 관련 법령을 발주처에 추가 통보하
여 계약심사제도의 투명성을 제고(전남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2) 당초 예산의 50%가 감축되었다는 것은 너무 많은 비중의 예산이 줄어든 것이고, 계약심사제도가 없
었더라면 그만큼의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정부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
고 있다는 비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전문가 인터뷰 결과, 2014. 6. 30).
13) 발주부서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 업무겸임 등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검토의 부적정 사례가 빈번하다.
계약심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은 품셈적용 오류, 물량 중복계상, 자재단가 적용 오류 등 동일·유사한 사
례가 반복되고 있다(경기도 내부자료, 2014: 84).
14) 계약심사팀 인원 5명(토목 2, 건축 1, 행정 2)으로 전국 최소 조직이다(충청북도 내부자료, 2014: 101).
15) 2013년부터 서울시는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 설계완료 이전에 사전검토하는 사전
계약심사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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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규정
법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는 많지 않은데, 15시간 근무하는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3
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삭감하는 제도를
만들었다(인천시).

<표 7>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사례(광역 道)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내용
하수관로 매설공법을 개착식 공법으로 변경
품셈에 없는 자체 적산기준 수립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 확인, 우수사례 발굴,
사례집 제작·배포하여 노하우 공유
계약심사운영 자체 전산시스템 전국 최초 개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기존 제어설비 활용, 모자익 작업량과 케이블 물량 감축
계약심사 자문단 구성
계약심사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도, 시·군, 용역설계사
정보공유
현장확인 후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공법 적용
과다설계된 부분 조정, 공법 변경
충남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개정·시행·공지,
충남도 자체 설계기준을 마련·시행·공지
신규 담당자 교육, 우수사례집 작성·배포,
계약심사제도 운영 홍보, 경기도와 업무연찬 교류
현장확인을 통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변경
과다설계한 공정을 삭제
현장확인을 통해 적합한 기계장비로 변경
민간공사, 민간 보조사업까지 계약심사 범위를 확대 시행
시공현장의 애로사항인 현실적인 단가를 반영
특허공법으로 설계된 내용 재심의, 일반공법으로 전환
2013년도 계약원가 심사기준 마련·시행
표준품셈에 정의가 없는 업무범위 확정,
적용기준이 모호한 사업에 대한 적용기준 정립
표준품셈에 없는 사업에서 유사 설치품을 준용
자체 원가심사 기준(품셈) 마련
설계변경심사위원회에서 설계변경 과정 검토
시·군 민간자본보조사업과 공기관대행사업을 원가심사
자체 물품제조·구매시 전문관련업체의 분석자료를 적용한
원가기준 설정
현장여건 분석을 실시하여 토공계획을 조정
공종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심사와 현장심사

자료: 9개 광역 道 내부자료(2013. 12. 31. 기준)

계약심사
핵심요소
지식
전문성
정보공유, 지식,
책무성
정보공개, 지식
지식
지식
전문성
정보공유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책무성
정보공개
전문성
지식
지식
지식
지식
전문성
지식
지식
지식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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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문제점
1) 정보공개
첫째, 계약심사제도와 관련하여 한정된 정보공개로 과다설계, 과잉설계가 유도되고 있다.
매년 유사한 양상의 계약심사 사례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매년 1조원 이상
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한 패턴으로 과다하게 단가가 책정되고 발주
예산이 작성되며 계약심사 단계에서 발주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계약심사 성과로
산정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즉, 해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서 계약심사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예산절감액, 예산절감 사례를 평가하고 있지만 단순한
예산절감 행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단순히 예산절감 중심으로 계약심사제도를 계속 운영한다
면 계약심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주고 있다.
둘째, 계약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지출원인금액을 절감하였더라도 실제로 정부예산을 줄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16) 계약심사제도는 발주예산을 심사하는 것이므로, 장래
의 지출 시점을 고려하는 자본비용이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비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주예산이 낮다고 해서 최종 낙찰가격이나 공사종료 후에 산정한 실제비용까
지 낮다고 확정할 수 없다. 계약을 통한 아웃소싱 비용이 정부에서 계속 생산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면 민간업체와 계약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처럼(Prager, 2008:
169), 계약심사를 통한 발주예산 삭감이 실제 비용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계약심사제도
는 의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셋째, 최저가 낙찰제의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계약심사제도가 무리한 예산절감에 초점을
둘 경우에는 사업의 품질보다 사업비 삭감에만 집중할 수 있고, 사업비 삭감 경향은 과다설계
또는 과잉설계를 유도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17) 특히,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금
액만 강조하다보면 계약최종물의 품질불량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서 예산절감과 품질 간의 균
형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보가 부
재한 상황이다.
넷째, 예산회계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18)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정보수집이 어
렵고, 계약심사부서의 업무량이 많아서 계약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서 이중 처리되어 계약부서의 업무부담이 크다. Yang et al(2009: 682)도 계약과 관련된 정보

16) 계약심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계약심사를 통해 감축된 예산액에만 관심이 있지
전체 사업비에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2014. 4. 8. ** 광역시 계약심사 담당자).
17) 계약심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절감
된 예산액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대상 지표에 계약심사제
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절감 액수를 놓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할 수 밖에 없으며, 계약심사를 통
해 절약된 예산액이 실적이므로 수치적 성과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2014. 4. 9. ** 광
역도 계약심사 담당자).
18)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뱅킹시스템, 예산절감관리시스템, 행정인력관리시스템, 소모성물품관리시스템,
세금관리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된다(홍종현, 2014: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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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를 강조할 경우에는 계약의 장점을 상회하는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볼
때, 계약심사 자체가 아니라 계약심사 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는 시스템이 복잡·과다하여 업무
량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2) 정보공유
계약심사제도와 관련한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간의 협력과 민간업체와의 정보
공유가 선행되어야 계약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정보
공유를 위한 움직임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부산시, 대구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일부 지역
에서 부서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계약심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정보
공유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19)

3) 지식
계약심사 담당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관련 지식이 축적되기 어렵고, 현장확인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부족한 전문인력을 대신하여 외부전문
가를 활용하거나(예: 서울시, 광주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지식축적을 위해 계
약심사 동호회를 운영하거나(예: 대구시), 자치구 발주사업에 대해 시 본청 감사관실에서 계
약심사를 위탁시행하면서(예: 대전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4) 전문성
계약심사에서는 원가계산, 공법 및 설계 변경 등 사업비 삭감을 위해 여러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현장확인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현장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자문회의에서 공법변경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
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20)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현장확인까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책무성
첫째, 계약심사제도가 사전적인 예산절감 활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방재정 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계약심사제도를 단순한 예산절감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예
산제도, 회계제도, 재정에 대한 통제 등과 함께 논의하면서 민간업체의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19) 계약심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계약심사부서가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중간에서 민감한 역할을 수
행해야 하는데 돈과 관련한 업무이다보니 각 부서마다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2014. 4. 17. ** 광역시 계약심사 담당자).
20) 17개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서울시, 인천시, 세종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일부 지역
에서는 전문가 현장확인을 토대로 협의하여 공정 및 단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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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계약심사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량을 소화하기 때문에 계약심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고찰한 2013년 계약심사 건수(광역자
치단체 본청 및 시군구청 포함)가 총 49,324건이고 광역자치단체 본청에서 계약심사를 담당하
는 인력(시군구청 제외)이 총 157명인 것을 감안할 때, 담당인력 1인당 계약심사한 건수가 상
당히 많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간업체의 책무성을 점검할 수단이
부족하다.

6) 법규정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행부 예규,
광역자치단체 조례 등 계약심사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규정이 갖추어져 있지만, 계약심사와
관련한 정부와 민간업체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IV.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의 발전방안
1.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공개
첫째, 일정금액 이상으로 절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절감 금액이 큰 이유를 명시하여 공개하
고, 향후에는 발주예산과 확정예산 간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게 적정한 발주예산을 작성하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다설계 또는 과잉설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 사업이나 공사의 경우에는 합동평가 우수사례에서 제외하고, 발주예산
작성자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통해 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계약심사제도가 단순히 예산액의 증감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계약심사를 관리하는 종합전산시스템(가칭, 원가심사 종합지원시스템)21)을 구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서간 및 지역간 정보를 공개·공유하고,22) 예산절
감의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 사업이나 공사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처리하며, 예산절감의 전
과정 및 절감내용을 탑재하여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실제로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여부를 지속
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매년 동일한 예산절감 행태가 지방자치단체 합
동평가 과정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발주자와 계약자 간에 신뢰와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계약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다는 지적처럼(Belfiore, 2014: 10),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간에
21) 가칭 원가심사 종합지원시스템에 전국 자료를 탑재하고 정보를 공개·공유하면, 예산삭감을 위한 예산
절감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Centafont(2014)도 공식적인 계약관리 시스템(formal contrac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정보를 축적하고 계약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하였
다(Centafont, 2014: 41-42).
22) Compte et al(2008)은 정보공개와 정보공유가 주인(정부)과 대리인(민간업체)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적합한 대리인을 고를 수 있고, 대리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체결해야 하는 계약인지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다(Compte et al, 2008: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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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와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신뢰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역시 종합전산시
스템 활용으로 가능할 것이다.

2. 종합적 계약관리를 통한 정보공유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간의 정보공유가 전제되어야 계약심사제도가 제대로 운
영될 것이다. 발주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심사부서가 발주부
서에게 자료·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 보완하며,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
는 경우에 이의내용을 계약부서에 알릴 수 있다. 계약부서는 이의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
을 결정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서간 및 민간업체와의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 이는 종합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공
개가 이루어진 후에, 계약심사와 사후관리가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계
약관리(contract management)를 통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3. 전문교육을 통한 지방공무원의 관련 지식 함양
계약심사 관련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23) 현재 계약심사 관련 교육과 내부감사 교육이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
약심사와 감사 모두 회계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등 유사한 점이 많
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약심사 교육과 감사 교육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집
합교육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해 지식이 축적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24) 일정 기간 동
안 계약심사부서에 근무하도록 경력관리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

4. 외부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현장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고, 권역 별로 전문가 풀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민간전문가 중
심으로 구성된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상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승강기 공사
비 기준을 개발할 때 원가분석 자문회의를 거치고 있고 충청북도가 계약심사자문단을 구성하
여 계약심사를 확대운영한 것처럼,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23) Joaquin et al(2012)도 조직 학습을 통해 지방정부가 계약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Joaquin et al, 2012: 813-814).
24) 감사원에서는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제도에 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감사관의 순환
보직 등으로 개별 감사관이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기존 감사사례의 정리·
분석을 통한 감사점검표를 제시하고 있다(김성연, 2014: 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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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와의 연계를 통한 책무성 확보
첫째, 민간업체의 책무성 뿐만 아니라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의 책무성을 높이
기 위해서, 계약심사 이후의 정부예산 집행 과정과 연결시켜서 계약심사제도를 확대 운영하
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사후감사와 계약심사를 연계하는 방안이다. 현재 11개 광역자치
단체25)에서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계약심사와 감사 간
의 연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감사관실이 아닌 계약심사 전담조직에서
계약심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26) 감사관실과 협력을 위해 정기적 회의, 공동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특히, 앞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과 감사 공무원이 합동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전적 통제활
동이고 감사는 사후적 통제활동이기 때문에 계약심사와 감사는 내부 통제활동이라는 공통점
을 가진다. 이러한 공통점에 착안하여 계약심사제도를 사후 감사와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제
안할 수 있다.
둘째,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발주예산 또는 수정
예산의 적절성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발주부서가 책무성을 가지고 발주예산을 작
성하고, 계약심사부서가 책무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계약심사를 실시하며, 민간업체가 도덕적
해이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또한,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발주예산 및 계획한 공법·품셈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장확인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계약에 대해 현장확인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발주부서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미리 선정하는 대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관계자간 협력과 연결되어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민간전문
가가 현장확인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6. 계약분쟁과 관련한 법규정 정비 및 강화
관련 법규정 측면에서 보면, 계약심사와 관련한 공무원과 민간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
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0장에서는 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이 제시되어 있어서 간사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청구서를 통해 조
정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의 구성,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2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이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수행하
고 있다(표 4 참조).
26) 서울,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가 감사관실이 아닌 전담 조직에서 계약심사를 수행하고 있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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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계약심사제도 분석결과의 종합
이론

정보
비대
칭

변수

정보
공개

발전방안
·우수사례 공유,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로 현실성있는 발주예산 작성

·세분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보수집 불가

·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
단체 전 부서와 민간업체 간/ 지역 간
정보공개
·계약체결, 계약집행,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계약관리
(contract management) 구축
·계약심사 담당자와 감사관 공동 전문
교육 강화
·지식 축적을 위해 경력관리제도와 연
결
·민간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적극 활용,
권역별 공동활용, 원가분석 자문회의
운영을 상시화
·사후감사와 연계한 기능강화 필요

정보
공유

·발주부서-계약심사부서-계
약부서-민간업체 간의 정보
공유 부족

지식

·순환보직으로 관련지식 축적
어려움

전문
성

·전문 인력 불충분

역선
택

도덕
적
해이

현황 및 문제점
·한정된 정보공개로 과다설
계, 과잉설계 유도
·실제 정부예산 절감인지 확
인 불가
·예산절감과 품질간의 균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부재

책무
성
법
규정

·사전적 활동에 국한됨
·공사 및 사업현장 방문점검
불충분
·도덕적 해이, 분쟁, 갈등과
관련한 규정 없음

·종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절감
의 전 과정 및 절감내용 탑재

·민간전문가 풀 중심의 현장확인 확대
·계약분쟁,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법규정 정비 및 강화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를 사례로 선정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3년에 추진했던 계약심사 사례를 검토한 결과, 계약심사제
도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예산집행의 사전적 활동인
계약심사제도는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전국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계약
심사 규정과 담당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약심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계약심사
제도와 관련한 상반된 이해구도를 고려한 발전방안이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사
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지만 민간업체는 예산삭감을 통해 사업비가 감소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고, 예산절감과 사업품질 확보 간의 균형, 당위성(예산절감, 품질확보)과 현실성(단가)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갖는 함의와 그에 기초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전국을 총괄하는 종합전산시스템(가칭, 원가심사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
를 총괄 탑재하여 공개·공유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종합전산시스템에 계약심사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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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공사 발주예산 절감액과 실제 공사액, 교육훈련 프로그램, 계약심사 우수사례, 외부전문
가 풀 등을 탑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및 민간업체가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 부서간·지역간·업체간 정보를 공유하게 할 수 있다. 비용에 대한 정보
를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가 미리 알고 있어야 최소의 비용으로 발주예산 작성이
가능하고 과다설계 및 무리한 단가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계약심사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계약심사
부서와 감사부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계약심사 관련 교육을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
부서 및 민간업체27)까지 확산하여 교육훈련 확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흡수하고 현실성있는
단가 작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발주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감사부서 간의
공동 교육훈련은 계약심사와 감사 간의 연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민간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계약심사제도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한정된 인
력으로 현장확인까지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
체가 계약하는 모든 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현장확인하여 불필요한 공종 등을 제
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그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원가
분석 자문위원 풀을 확대하여 자문위원들이 현장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각 광역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자문위원 풀을 확대하여 전문가들이 현장확인하면서 발주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외에, 자문위원을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라권·경
상권·제주권 등 권역 별로 구성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자문
위원 풀도 종합전산시스템 상에 탑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민간업체에게 과다설계에 대한 벌칙 부과와 성실설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한 계약관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28) 즉, 계약심사 과정에서 과다설계를 적발하는
것이 가능하고 과다설계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계약에 일정기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벌칙
을 부여하고, 이와 반대로 성실설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를 내실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였
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의 복잡한 상황을 주인-대리인 문제로 충분하게 설명하기 어
려운 이론적 한계와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계약심사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후에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분석과
실증분석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7) 전라남도에서 2010년부터 민간업체에게 무료 원가자문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전담 코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28) Compte et al(2008)도 민간업체에게 올바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원활한 계약수행이 이루어지는 것
을 제안하였다(Compte et al, 2008: 206). 민간업체는 결과에 따른 보상이 있는 계약을 선호하고 보상
이 있는 계약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면, 비용절감, 조직혁신 등의 성과를 보인 민간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보상이 될 수 있다(Omizzolo et al, 2014: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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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ssurance Method of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 Focusing on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Ryoo, Young-aa
I conducted this study to improv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so a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local finance. That is, by reviewing principal agent theory and previous
studies regarding contract management and contract screening, I derived an analytical
framework with asymmetry of information, adverse selection, moral hazard to analyze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s. We analysed the 17 metropolitans’ cases
of contract screening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 opening of information and cooperations among
ordering
department-contract
screening
department–contract
department-private
enterprise are needed. Second, the empowerment of local public servants by the
expansion and reinforcement of the professional-education, and the utilization of advisory
committees are needed. Third, the contract screening system need to be strengthen the
functions connected contract screening system with post-audit. And it needs to enact the
Act on contract dispute.
[Key Words: Contract Screening System, Efficiency of Local Finance, Principal Agent
Theory, Asymmetry of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