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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공조달은 행정주체가 국방, 교육, 전기ㆍ수도 등 시설,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보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서

비스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조달은 전통적으로 구매자의 입장

에서는 가격 효율성을,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입찰자 간 비차별, 경쟁성 

등을 추구해야 하는 목표로 삼아 왔다. 그런데 공공조달이 각 국가의 경

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다. 

이로 인해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목표 외에 부가적으로 산업발

전 추진, 환경보호, 장애인 배려 등의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

해 논쟁이 이어져 왔다. 유럽연합은 유럽재판소의 주목할 만한 사례를 

통해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고려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허용해 왔고, 이후 

공공조달지침에서도 공공조달에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서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조약 및 관습 국제법에 따르더라도 국가

는 인권을 보호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를 출발점으로 하여 유엔지도원칙 및 유엔의 2030 의제는 공공조달을 국

가가 인권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으

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조달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최저가격에 

따라 공급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공조달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의 공급사슬에서 강제 노동, 초과근로, 아동 노동, 안전하지 못

한 근로환경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와 연결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

공조달에서 인권보호라는 문제는 인권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넘어서서 국가가 공공조달의 공급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유럽연합 각 국에서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인권남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중요한 사례로는 스웨덴 헬스

케어 분야에서 ‘협동 모델’에 의한 공공조달과 네덜란드 전자제품 분야

에서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NGO인 Electronics Watch 활동 

사례를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는 아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

공조달법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인종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조

달을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아일랜드의 경우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인권남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2014 

공공조달지침과 그 이행입법을 통해 국가배상책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에 부속된 정부조달협정은 무역장벽 철폐를 통

한 자유무역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다. 따라서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인권보호 관련 요소가 입찰자들에 대한 차별로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정부조달협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정의 문언 및 양허표와 관련한 협정 적용

범위 또는 협정 적용 예외조항의 해석 등을 통해 정부조달협정의 적용 

하에서도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우리나라에 비추어 보면 우리 공

공조달법제에서도 인권보호를 도모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들이 실제로 공공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한 실질적 인권보호 역할은 아직까지 크게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기 어

렵다. 앞으로 우리 공공조달법제에도 인권보호를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입법적,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공공조달, 인권보호, 유엔지도원칙, 유럽연합 공공조달지침, 

정부조달협정  

학  번 : 2012-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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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공공조달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 서비스 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조달은 기

본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구매활동이므로, 통상

은 가장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 최저가격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

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공조달이 한 국가에

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가 공공조달을 통해 경

제적 효율성 외에 다른 어떤 정책을 추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 영향

력이 실로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국가가 공공조달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비차별, 경쟁성과 투명성 등 전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 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즉, 공공조달이 그 

본질적, 전통적인 목표인 경제적 구매 등을 추구하는 것에 더하여, 예를 

들어 산업 발전, 환경 보호 또는 사회적 취약자 배려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적 가치 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도 좋은지에 대해 논란이 

된 것이다.1) 특히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중시해 온 유럽연합에서 이러

한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오늘날에는 

유럽연합이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음을 유럽

연합 공공조달지침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조달

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가치 등을 추구하는 것이 유럽연합 지침상 허용

되는 이상, 이제는 허용 여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추구할 수 있는지

의 문제, 다시 말하면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전통

적 목표들과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추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더 의

 1) Christopher McCrudd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 
Procurement”, Doren McBarnet et. al.(eds.), The New Corporate Accounta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 93.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ㆍ환

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26면에서 재인용.



미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가 행정법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공공조달계약이 공법

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에서는 이미 2000

년대 초반에 공공조달계약이 순수한 사법상 계약과 달리 공법적 성격을 

가지는 징표로서 공공조달의 사회·경제적 측면이 논의된 바 있다.2) 또한 

유럽연합 공공조달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등을 통해서도 공공조달과 

사회적, 경제적 혁신정책을 연계하는 낙찰기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3) 

나아가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 구현 문제 등에 대해서도 

행정법학계에서 상당한 학문적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4)5) 

한편 세계 대부분 국가의 헌법 및 국제조약에 따를 때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단을 취할 

의무가 있다. 2015년 유엔총회가 전 세계적 공동 추진 목표로 채택한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 의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2030 의제는 전 세계가 2030까지 달성해야 할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위 목표들 중 상당한 부분은 빈곤과 기아 종식, 건강한 삶과 복

지 장려, 불평등 감소 등 인권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핵

심 쟁점이 되었고, 세계 각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인권실현의 

 2) 박정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

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198면, 224-228면 참조.
 3) 김대인,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41호, 2015, 

173-177면 참조.
 4) 김대식,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과 구현 방안”, 지방계

약연구 제5권 제1호, 2014, 3-16면 참조.
 5)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39, 140면 참조.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공공조달 분야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 공공조달

의 규모 및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 국가의 인

권보호 목표를 실현할 경제적인 수단으로서도 공공조달보다 더 가능성 

있는 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공공조달을 검토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조달은 최저가격에 의한 경제

적 구매라는 전통적 목표를 추구해 왔고, 이로 인해 종종 국가, 지방자치

단체 등이 공공조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권남용에 연루되는 결과가 매

우 빈번히 초래된다. 공공조달을 통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하는 기업

들이 최저가격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강요하거나, 아

동을 근로에 종사하게 하기도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하

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더 이상 공공조달은 무조건 최저

가격에 의한 구매만을 목표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공공조

달 분야에서의 인권문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즉, 공공조달 분야에서 인권

보호라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구체적으로 어

떠한 방식으로 가능한지 또는 반대로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 목표를 추

구하는 것에 장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문헌으로 최근에 공공조달과 인권: 구매자

로서의 국가에 관한 기회, 위험 및 딜레마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Opportunities, Risks and Dilemmas for the State as Buyer)라

는 책이 발간되었다.6) 이 책은 공공조달절차를 다양한 규범체계와 정책

목표가 만나서 통합되는 지점으로 보고, 이러한 공공조달이라는 지점에 

인권문제라는 정책목표가 접합하여 제기되는 다양한 양상들에 대해 법적

 6)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eds.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Opportunities, Risks and Dilemmas for the State as Buyer, 
Edward Elgar, 2019. 이하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로 약

칭.



으로 분석하거나 구체적 사례연구를 통해 공공조달에서의 인권보호 문제

를 고찰한 논문집이다. 본 논문은 위 문헌을 주로 참고하여 공공조달 분

야에서 인권보호라는 목표 실현에 관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인권보호가 왜 문제가 되는지, 공공조달

을 통해서 인권보호라는 목표 실현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제1장에서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인권보호 정책을 추

구하는 것에 대한 예비적 고찰로서, 공공조달의 의의 및 인권보호의 의

의를 간략하게 개관한 후, 주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조달 분

야에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기까지의 과정을 먼

저 살펴 본다. 즉 공공조달 과정에서 가격효율성, 비차별, 경쟁성과 투명

성 등의 전통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환경적, 사회적 가

치 등 ‘사회적 고려사항’(social considerations)을 공공조달의 단계에 반영

하는 것이 허용되기까지의 논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2장에서는 공공조달에 사회적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사회

정책을 실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왜 공공조달 분야에서 인권보호 목표

가 논의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들을 상세히 

살펴본다. 나아가 제3장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 또는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공공조달 과정에서 인권보호 정책 추진의 실무적인 가능성

을 살펴 본다. 

제4장에서는 이와 같이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 실현이라는 목표를 추

구하는 데에 장애나 제약이 되는 요소는 없는지 그 한계에 관해서도 검

토해 본다.  



제5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공공조달 법제 안에서 인권보호 정책을 

구체화한 제도적 조치가 있는지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인권보호를 실

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공조달제도의 발전적 미래에 대해 모색한다. 

제6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공공조달을 통한 인권보호 정책을 추

진하는 것에 대한 의미 및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제 1 장 예비적 고찰

제1절 공공조달의 의의

공공조달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방, 교육, 전기ㆍ수

도 등 시설,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보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필요한 물품, 서비스 등을 조직 외부로부터 구매하여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7)8) 오늘날 공공조달은 OECD 국가의 경우 2017년 기준으

로 국내총생산의 약 14퍼센트, 정부 총지출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9) 그 밖에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도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

다.10) 유럽연합의 경우 28개국에서 국내총생산의 16퍼센트에서 19퍼센트

에 이른다.11)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단일 정부의 조달 규모로는 세계 최

대 규모인 미국연방정부 조달은 2018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5,368억 

달러에 이른다. 유럽연합의 공공 공사,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조달규모

는 약 2조 유로 이상으로 추산될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201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7퍼센트, 정부 총지출의 29퍼센트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2)

공공조달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단계는 조달계획을 수

립하는 단계로, 조달주체는 이 단계에서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공

사를 계약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그 조달 대상의 기술적 세부규

 7)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terrogating the role of the state as buye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2 참조. 

 8) 김기선 외 6인,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저임금

근로 해소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2013, 1면 참조. 
 9) http://www.oecd.org/gov/public-procurement/.
10) Caroline Nicholas,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ⅶ 참조. 
11) http://ec.europa.eu/growth/single-market/public-procurement/international_en.
12) http://pps.go.kr/kor/index.do



격을 명확하게 하며, 낙찰기준을 정하고, 조달 대상이 된 물품, 서비스 

또는 공사의 수행을 위한 세부조건을 확정하게 된다. 2단계는 조달계획

에 따른 입찰과 낙찰 및 이에 따른 계약체결 단계이고, 3단계는 체결된 

조달계약의 이행 단계이다.13) 

공공조달에 관한 각국의 법 체제는 전통적으로 공공조달의 위 각 단

계와 관련하여 가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에 따른 효율성, 입찰자들 

간의 비차별 원칙과 자유로운 경쟁 원칙, 투명성 등을 목표로 추구해 왔

다.14) 공공조달은 대부분 세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매

자의 입장에서는 가격 대비 가치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공공조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이 확실

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에서 공공조달은 매우 안정적인 시장이다. 따

라서 기업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공공조달 참

여에 있어서 비차별 원칙, 자유로운 경쟁 원칙 및 투명성 보장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공공조달의 전통적인 목표로 인해 조달대상에 대한 세부적 

기술규격 또는 낙찰기준을 정하면서 특정 공급자를 배제하거나 특정 공

급자만 해당 규격이나 기준에 부합한다거나 하는 경우 입찰자들을 차별

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되어 허용되지 않게 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유럽

연합의 설립으로 해당 영역의 완전한 경제적 통합이 가장 큰 화두였기 

때문에 영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물품과 서비스의 이동, 각 회원국 간의 

비차별이 중시되었고, 이는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었

다.15)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국가의 공공조달이 그 나라 경제에서 

13)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terrogating the role of the state as buye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5 참조. 

14) 김근주, “영국의 공공조달계약과 노동조건 연계정책”, 법학논총 32권 1호, 
2015, 55면 참조.

15)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28면 참조.



차지하는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공조달 시장이 물품이나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공공조

달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물품 및 서비스 공급자들은 공공조달의 조달

기준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 공공조

달에서 가격기준 외에 친환경 소재의 사용이나 장애인 고용비율이 입찰

기준에 반영된다면, 해당 조달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는 기업은 위 입찰기

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물품이나 서비

스 등의 획득이라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전통적 목표 추구 외에 산업 발

전, 환경 보호 또는 사회적 취약자 배려와 같은 사회정책 목표 등을 추

진하는 것으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16) 

제2절 인권보호의 의의

대부분의 국가의 헌법은 국가에 대해 인권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편적 인권 선언 등 국제규범들도 각 국에 대해 인권보호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세계 각 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2030 의제와 이에 수반하는 지속가능 발전목표도 구체적인 내용

의 상당 부분은 인권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들어서 각 

국가는 모든 국가 활동에 있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애쓰고, 전 

세계가 함께 수행하기 위해 수립한 목표인 2030 의제 등을 달성하기 위

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17)    

한편 공공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공공조달 공급자로 결정

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저가격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16)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25면 참조.

17)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terrogating the role of the state as buye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3 참조. 



애쓰게 된다. 이윤 추구라는 기업의 본질적 목적과 맞물려, 공공조달에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공공조달 공급기업들은 그들이 공급하는 물품이나 서비

스 등의 생산과정에서 노동 강요, 아동 노동, 초과근로, 안전하지 못한 

작업조건, 근로자들의 결사와 표현의 자유 억압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행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18)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12살 어린이가 하루

에 채 1달러도 받지 못한 채 매우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공공조달로 공급

되는 병원 의료기구를 생산한다는 사실이 NGO에 의해 보도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이민 과정에서 빚을 진 이민근로자들의 여권을 강제로 뺏

은 채 강제노동을 시킨 공공조달 공급기업이 알려지기도 했다.19) 

이와 같이 공공조달 공급자가 행한 인권침해는 비단 공급자만의 문제

가 아니라 결국 위와 같은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공급받는 공공조달 주

체도 인권남용에 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공공조달 공급

자가 인권남용 행위를 하면서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조달 구

매자도 인권남용을 했다는 사회적, 정치적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공공조달 과정에서 인권보호 목표를 

추구한다는 문제는 그 추구가 허용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추구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20) 

그러나 공공조달과 인권과의 관련성은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법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본 글에서는 전지구적으로 부각되어 세계적으로 같이 추구

해야 하는 인권보호 문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과제를 한 축으로 

18)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terrogating the role of the state as buye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3 참조. 

19) Pauline Göthberg,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 the healthcare sector: 
the Swedish county councils' collaborative model”,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eds,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167 참
조.

20)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전게논문, pp. 16-18 참조.



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공조달기업의 인권존중 및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행동 목표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양자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공

공조달 체계에서 인권남용을 방지하고 인권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3절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정책 실현

Ⅰ. 개설 

산업 발전,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취약자 배려 등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공공조달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에서야 대두된 현상은 아니

다. 영국의 경우 19세기부터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정책사항을 고려한 기

록이 있다.21) 그러나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무런 

논란 없이 당연히 받아들여져 온 것은 아니다. 공공조달은 국민의 세금

을 재원으로 이루어지므로 비용이라는 요소, 즉 가능하면 낮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데, 공공조달에서 가격 기준이 아닌 다른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조달 대상의 공급가격이 올라간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조달에서 공급자를 결정함에 있어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고

려하여 조달을 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하여 낮은 가격의 물품을 

조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정이라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22) 

Ⅱ. 찬반론

21)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25면 참조. 

22) 이상수, 전게논문, 125면 참조.



McCrudden은 공공조달이 사회적 정책 추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찬반론의 논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23) 

우선, 공공조달을 사회적 정책 추진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논리는 

올바른 구매란 적절한 품질의 상품을 적절한 시점에 적정한 가격에 구입

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근거한다. 일반적인 계약과 조달계

약의 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공공조달의 경우에도 일반인이 물건을 구

입하듯이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공조달과정에서 사회적 정

책을 추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경쟁을 제약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고려사항들을 반

영하게 되면 진입장벽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결과 규모가 큰 회사가 이득

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또한 사회적 정책을 추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공공조달이라는 간접적 수단을 통하는 것

보다 직접적으로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한

다. 공공조달을 통해 사회적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조달과 관계된 분야

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공공조달을 통해서 사회적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조달기관에 상당한 재량을 주는 것이고, 이는 

공공조달에 있어서 투명성을 훼손한다는 것도 반대론의 논거이다. 그로 

인해 오히려 정치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집단의 희생으로 정치적으로 조

직된 집단에 혜택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조달에서 사회적 정책을 추진하면 관료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져, 관료주

의를 심화시키고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낮추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

다.24) 

McCrudden은 위와 같은 반대 논거에 이어 다음과 같이 찬성론을 제시

한다. 우선 조달은 경제적 유인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직접적 규제가 갖

지 못한 장점이 있다. 또한 바람직한 사회적 정책은 정부의 전 부문으로 

23) Christopher McCrudd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 Pro-
curement”, Doren McBarnet et. al.(eds.), The New Corporate Accounta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115-127.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

회ㆍ환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26면에서 재인용. 
24) 이상수, 전게논문, 126면 참조. 



확산함으로써 주류화할 필요가 있고, 공공조달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

다. 찬성론은 공공조달계약과 사적 계약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논

거로 제시한다. 공공조달계약은 이에 더하여 시민의 복지를 제고해야 할 

고유한 존재이유를 갖는다는 것이다.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고려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들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도록 한다고 

한다. 또한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해 사회적 정책을 추진하

는 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한다.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

했을 사람을 조달시장에 참여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찬성론은 평

등 등의 사회적 정책을 조달을 통해서 구현할 때 통상적인 조달에 비해 

비용이 들 수는 있지만, 비용을 들여서라도 평등이 구현된다면 비용을 

들여야 하고, 이 비용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2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찬반론의 각 논거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

어서 반드시 어느 한 입장이 명백하게 옳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은 본질적으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이

고, 공공조달계약은 사인간의 계약과 달리 경제적 이득의 추구가 아니라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공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공공조달계약은 순수하게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26) 그렇다

면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 고려사항들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27) 이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져온 유럽연합은 공공조달을 사회정책 추

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공공

조달에서 사회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에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26, 127면 참조.

26) 박정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

와 방법론 , 박영사, 2005, 224-226면 참조. 
27) 김대인,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공공조달”,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1호, 

2011, 41면 참조.



Ⅲ. 유럽연합과 사회정책

1. 유럽연합 초기의 공공조달 

유럽연합은 설립 초기에 EU조약을 통해 EU의 내부시장에서 상품, 사

람,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의 원칙과 국적에 따른 차별 금

지 원칙을 밝혔다.28) 이러한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EU이사회(European 

Council)는 공공조달지침에서 공공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의 자

유에 대한 제약을 철폐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29) 위 지침 제29조에 따

르면, 공공공사계약의 낙찰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최저가격이

고, 둘째로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most economically ad-

vantageous tender)에 대해 낙찰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가격, 완성기간, 운

영비용, 이윤, 기술적 장점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다.30) 

다만, 여기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이라는 표현은 해석상으

로는 다른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지침이 제정될 당시에는 경제적으

로 가장 유리한 입찰이 사회적, 환경적 고려사항들을 반영한 조달을 허

용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당시 위 규정은 사회적, 환경

적 고려사항들을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적 고려만 해야 한다는 좁은 의미

로 이해되었다. 당시 유럽연합이 공공조달입법에서 가장 중요시한 원칙

은 경제적 통합이었기 때문이다.31) 다시 말하면, 물품과 서비스의 자유로

운 이동을 확보하고 모든 회원국에서 왜곡 없는 경쟁을 조성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기본적 정책도 이에 맞춰져 있

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럽연합은 공공조달과 사회적 정책은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다.32)

28)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27면. 

29) Directive 71/304/EEC
30) 이상수, 전게논문, 128면 참조.
31) Roberto Caranta & Martin Trybus, eds. Law of Green and Social Procurement 

in Europe, Djof Publishing, 2010, p. 11. 이상수, 전게논문, 128면에서 재인용. 



유럽연합 차원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집행위원회가 2001년 

발간한 녹서 (Green Paper)인데, 여기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환경적 라벨(social and eco 

labels)을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고, 그 사례로 교육과 인식제고 활동과 

더불어 공공조달을 이용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33) 

2. 유럽재판소의 판례

집행위원회의 입장변화와 함께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유럽재판소의 

결정이다. 유럽재판소는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공공조달을 사회적 정책 

추진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이하에서는 사례들의 내용을 간략하

게 살펴 본다. 

(1) Beentjes case(1988) - 장기실업자 고용

Beentjes 건설사는 네덜란드 농수산부에서 추진한 경지정리와 관련한 

공공공사의 입찰에 최저가로 입찰했지만 낙찰받지 못했고, 그 다음 최저

가를 입찰한 회사가 낙찰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 Beentjes 건설사는 이런 

식의 계약 부여는 유럽연합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네덜란드법원에 

제소했다. 네덜란드법원은 유럽재판소에 해당 지침의 해석을 요구했는데, 

본 논문과 직접 관련되는 쟁점은 장기실업자의 고용 여부를 고려하여 낙

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유럽연합지침 위반인지 여부이었다. 

유럽재판소는 일단 개별 회원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과 

관련한 기준을 제정할 권한이 있고, 다만 이 경우 기업설립권과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포함하여 관련 유럽연합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

32)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28면 참조. 

33) 이상수, 전게논문, 128, 129면 참조.



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내법에서 “계약은 계약당국에 가장 수용할 만한 

입찰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럽재판소는 

만약 이것이 계약당국에 무제한의 선택을 주는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지

만, 그러한 조항이 계약당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찰자를 비교하고 객

관적인 기준에 따라 가장 적절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

하는 의미라면 이는 유럽연합지침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네

덜란드 농수산부는 입찰의 조건으로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입찰조건에 포

함시켰는데, 이에 대해 유럽재판소는 이러한 조항이 국적에 기한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직, 간접적으로 차별적인지는 개

별 국가의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보았다. 결국 유럽재판소는 국적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없는 한 장기실업자 고용과 관련한 입찰조건은 유럽

연합지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본 것이다.34) 

이 판례는 공공조달계약의 낙찰 과정에서 사회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유럽재판소가 인정한 중요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다만, 앞

서 본 바와 같이 판결문이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기 위한 

전제로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가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요소의 고려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증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 보는 입장도 있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점에서 비차

별과 물품 등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유럽연합의 전통적인 관심이 이 

판결의 핵심이라고 본다.35) 그러나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

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집행위원회의 

입장을 감안하면 최소한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요소의 고려 ‘가능성’이라

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Nord-pas-de-Calais 사건(1998) - 실업대책

프랑스의 Nord-pas-de-Calais 지방정부는 해당 관할 학교의 현대화를 

34)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29, 130면에서 인용.

35) 이상수, 전게논문, 130면 참조.



위하여 공사를 외주화하면서 공공조달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입찰에 참여

한 업체가 위 지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달절차가 유럽연합지침에 위

반된다고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

는 프랑스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회신을 요구했으나, 프랑스 정부는 이

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회신과 대응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집행위원회

와 프랑스 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36)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된 쟁점 중 하나가 프랑스 정부의 낙찰자 선정기

준의 하나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럽연합 공사지침

(Directive 93/37/EEC)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였다. 이에 대해 유럽재판

소는 Beentjes 사건의 법리를 언급하면서 집행위원회의 주장을 배척하였

다. 즉, 이 판결은 Beentjes 사건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

므로,37) 판결에 대한 평가 또한 Beentjes 사건과 궤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3) Concordia Bus 사건(2002)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핀란드의 헬싱키시는 도시버스망을 외주화하면서 낙찰조건으로 가격, 

버스의 품질 및 운영자의 자질과 환경경영을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버

스의 품질 조건과 관련하여 질소산화배출가스와 소음이 낮은 경우 가산

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Concordia Bus 회사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

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여 낙찰받지 못

했고, 이에 Concordia Bus 회사는 두 번째 기준에 의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사실상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는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면

서 핀란드최고행정법원에 제소했다. 법원은 판결에 앞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 이사회지침(92/50/EEC)의 해석을 유럽재판소에 의뢰했다. 본 논

문과 관련된 쟁점은 위 지침 제36조로, 여기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

한 입찰”이 쟁점이 되고 있다.38)

36) 김기선 외 6인,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저임금

근로 해소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2013, 109, 110면에서 인용.
37) 김기선 외 6인, 전게서, 110면 참조. 



유럽재판소는 위 조문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은 예시일 

뿐 망라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

찰”이 반드시 순수 경제적인 성격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고, 그 연장선

에서 환경보호와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낙찰기준으로서 비경제적 요소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대상(subject matter of contract)과 관련 있고, 행정당국

에 무제한적 선택의 자유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러한 조건이 입찰공고나 

계약문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야 하고, 비차별원칙을 포함하여 공동체

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 등 일정한 한계 내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하였

다.39) 

결론적으로, 유럽재판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낙찰조건의 버스 

품질과 관련하여 질소산화배출가스나 소음 기준을 고려하는 것은 계약대

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허용되고,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무제한의 자

유를 주는 것이 아니며, 이 조건들이 입찰공고에 명시적으로 표명된 점 

및 비차별원칙을 준수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즉, 이 판례는 공공

기관이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우에 계약부여조건으로서 환경적 요소를 고

려해도 된다는 것을 밝힌 중요한 판례라고 할 것이다.40) 

(4) EVN 사건(2003) - 재생에너지 사용

오스트리아연방조달청은 전기공급을 위한 공개입찰을 실시했는데, 입

찰공고 계약부여조건 항목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

한 입찰: 계약문서에 따라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명시하

고, 입찰자는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얻은 전력을 공급해야 하고, 만약 

핵융합에 의한 전기가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계약자를 선정할 때는 가격을 

38)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31면에서 인용.

39) 이상수, 전게논문, 131면 참조.
40) 이상수, 전게논문, 131면 참조.



고려할 뿐만 아니라(55%), 연방정부의 연간 소비량을 넘어서 재생가능 

자원에서 얻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것

(45%)으로 했다. 위 공공조달에 EVN 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이 입찰

했지만, KELAG라는 회사가 낙찰을 받았다. 이에 낙찰을 받지 못한 EVN 

회사는 이와 같은 기준이 유럽연합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

방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연방조달청은 문제된 지침

(Directive 93/36/EEC)의 해석을 유럽재판소에 의뢰했다.41)

유럽재판소는 Concordia Bus 사례를 인용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

한 입찰”이란 반드시 순수 경제적 고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

서, 제반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라

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즉, 공급되는 상품의 생

산방식과 관련된 계약부여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결

국 EVN 사건은 종전의 Concordia Bus 사례를 반복하면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42) 

3. 유럽연합 공공조달지침

위와 같이 공공조달에서의 사회적, 환경적 고려사항을 긍정해 온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2004년에 두 개의 새로운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04/17/EC, Directive 2004/18/EC)을 발표했다.43) 위 두 공공조달지침은 

종래의 지침과 달리 공공조달계약에서 사회적, 환경적 고려사항들을 반

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지침은 각 서문에

서 “공공계약에서 최선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계약

당국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

41)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31, 132면에서 인용.

42) 이상수, 전게논문, 132면 참조.
43) Directive 2004/18/EC는 공공공사, 공공공급계약,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Directive 2004/17/EC는 물, 에너지, 수송, 우편 등에 관한 내

용을 규정하고 있다.



을 명료하게 나타내는 것”을 도모한다고 밝혔고, 지침이 사회적, 환경적 

관심을 공공조달에 연결시키는 것과 관련한 유럽법원의 판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44) 

또한 예를 들어 Directive 2004/18/EC는 제53조에서 조달주체가 공급자

를 선택할 때 최저가격 외에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열거하고 있

다. 즉 품질, 가격, 기술적 장점, 미학적ㆍ기능적 특성, 환경적 특성, 운영

비용, 비용 효율성, 사후서비스와 기술적 지원, 납품일, 납품기간과 완성

기간 등을 예시로 제시했는바, 이와 같이 유럽연합 공공조달지침은 공급

자를 선정할 때 환경적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45) 

유럽연합은 2014년 공공조달절차의 단순화를 추구하고, 사회적, 환경

적, 혁신정책적 목적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조달지침을 개정했다(Directive 

2014/24/EU). 그 중 낙찰기준을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을 

단일한 낙찰기준으로 확립했지만, 2014년 공공조달지침의 설명서(recital)

에서는 낙찰기준에 관하여 추가로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낙찰기준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비용을 고려한 낙찰을 하

더라도 낙찰 당시의 가격보다는 ‘생애주기비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

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계약대상’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위 지침은 공공조달 주체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찰자로 하여금 환경 또는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공

조달에서 비가격 목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6)47) 이는 궁극적

44) 이상수,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환경적 가치의 구현”, 행정법연구 제33호, 
2012, 133면 참조.

45) 이상수, 전게논문, 135면 참조.
46) 김대인,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행정법연구 제41호, 2015, 176, 

177면 참조. 
47)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terrogating the role of the state as buye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7 참조.



으로 공공조달을 통해 사회적, 환경적, 혁신적 정책목표를 추진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국제규범

제1절 개설

공공조달은 그것을 시행하는 해당 국가에 적용되는 국내법 또는 국가 

간, 국제적 조달 규범 체제 안에서 각각 적용되는 규정들에 따라 어느 

정도 달리 규율될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가격을 통한 효율성의 원

칙, 입찰자들 간의 비차별 원칙, 자유로운 경쟁의 원칙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통상적으로 공공조달의 일차적 목

표로 지칭되어 왔다.48)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조달을 실행하는 주체들은 종종 

다른 정책적 목표들, 즉 환경 보호, 해당 지방 또는 해당 국가의 산업적 

경제적 발전, 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취약자의 사회적 포섭

과 같은 환경적, 사회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을 이용해 왔고, 

이러한 점이 유럽연합의 경우 공공조달지침 및 유럽재판소의 판결 등을 

통해 허용되어 왔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 헌법은 정부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이에 더하여 상당수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조약 및 관습 국제법

에 따르면,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국제

인권조약에 따르면, 국가들은 사법권 내의 인간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

하고 충족해야 한다.49) 

구체적으로 ‘보편적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은, ‘시민, 정치권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및 ‘경제, 사회, 문화권 협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48)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terrogating the role of the state as buye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4-6 참조.

49)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전게논문, p. 3 참조.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함께, 국제 인권법의 가장 근본적인 도구로 

간주되고, 따라서 종종 ‘국제인권헌장’(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이라고 언급되는데, ‘시민, 정치권 협약’ 및 ‘경제, 사회, 문화권 협약’은 

국가의 국제 인권법적 의무를 개략적으로 정의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의 ‘근로에서의 기본권 및 원칙에 관한 선언(1998)’(Declaration on Fund-

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은 결사의 자유와 집단교섭권을 인

정하고,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며, 아동노동을 폐지하고 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을 제거할 것을 포함하여 근로와 관련한 인권을 규정한

다.50)

나아가 위와 같이 국가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국가가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호할 의무에서 더 나아가, 제3자에 의한 침해행

위를 방지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까지 확장되어 왔다.51) 그리고 

이러한 조치의무는 국가 활동 중 공공조달 분야에서 예외가 된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이 선언적 의미에서 천명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출발점으

로 하여,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UN Guiding Principal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유엔지도원칙’)52) 및 OECD의 ‘다국적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53)

과 같은 새로운 국제규범들은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기업 및 지속가능

50)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terrogating the role of the state as buye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8, 9 참조.

51)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가의 의무에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제3자의 침해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도 있

다고 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7. 
1. 16.자 90헌마110 결정 참조). 

52) UNHRC,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UN Doc. 
A/HRC/17/31, 21 March 2011. 이하 ‘UNGPs'로 약칭. https://ohchr.org/Docume 
nt/Publications/GuidingPrinciplesBusinessHR_EN.pdf 

53)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ttp://www.oecd.org/corporate/mne/



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또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공공조달 ‘구매자’(국

가 등 공공조달 행정주체) 및 ‘공급자’(기업)의 인권 책임성을 구체적으

로 언급했다. 또한 위와 같은 국제규범에 대응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지

속가능한 공공소비 문제가 유엔의 화두가 되었고, 그 결과 ‘2030 의제’ 

및 ‘지속가능 발전목표’에서도 인권보호 문제가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54) 

특히 유엔지도원칙은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그러한 의무

를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공공조달을 제안한다. 또한 2030 

의제는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하기 위하여 설정한 목표들인데, 그 구체적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인권보호의 문제인바, 위와 같은 국제규범들은 공공

조달에서 인권보호를 추구해야 할 규범적 근거가 된다.  

제2절 유엔지도원칙  

유엔지도원칙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을 규정하는 데 중심 축이 

되었다. 위 규범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과 조화를 이루고 인권을 존

중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특별한 기관으로

서의 기업의 역할’을 인식함을 토대로 하여, 인권에 관한 기업 활동의 

역할과 영향을 조절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요소들을 검토하고, ‘보호, 존

중 및 구제’(protect, respect and remedy)라는 3개의 플랜을 확립했다.55) 

이에 따르면, 첫째,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둘째, 기업은 인

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은 특히 그들 자신의 활동들과 비즈

니스 관계와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충

족된다. 그리고 셋째로, 인권 피해자들은 기업과 관련한 인권 남용에 관

한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56) 

54)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terrogating the role of the state as buye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3, 4 참조.

55)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전게논문, p. 10 참조.



유엔지도원칙은 특히 공공조달을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의 핵

심적인 3 요소의 하나(보호)로 규정한다. 위 규범에 따르면 공공조달은 

국가와 상업적 본질을 가진 기업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루는 장이 된다. 

구체적으로 유엔지도원칙 제1호에 따르면, 국가는 효과적인 정책, 입법, 

규제 및 처분을 통해 기업과 관련한 인권 남용을 예방하고, 조사하고, 처

벌하고 교정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지도원칙 제5호

는, 국가가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거나 도급을 주는 경우, 기업이 국가

의 인권 의무를 이어 받아서, 서비스 공급자들이 서비스 사용자들의 인

권을 존중할 것이라는 국가의 기대를 계약이나 입법이 전달해 주도록 보

장해야 하며, 인권보호 의무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감독권도 행사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엔지도원칙 제4호 및 제6호 주석에서는, 국가는 

공공조달에서 기업이 인권을 인식하고 존중하도록 장려해야 하고, 국가

가 소유하거나 감독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구매 기능에 암묵적으로 포함

된 인권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

한다. 마지막으로, 유엔지도원칙 제8호는 정부 부처, 행정청 및 기관들을 

관통하는 목표와 실무관행에 맞춰 공공조달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57)58)  

제2요소(존중)는 유엔지도원칙 제1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규정을 통해 

‘기업(corporate)의 인권존중 책임’의 요소들의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권존중 책임은, 기업들이 인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적인 영

향도 적절하게 대처하고, 인권 침해를 피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한다. 물

론 여기서 말하는 기업들에는 정부에 대해 조달을 하는 공급자들이 포함

된다고 할 것이다.59)  

유엔지도원칙 제13호가 지적하듯이, 기업은 3가지 방식으로 인권이 미

56) UNHRC, UNGPs General Principles. 
57)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terrogating the role of the state as buye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9, 10 참조.

58) UNHRC, UNGPs 4. Commentary, 6. Commentary.
59)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전게논문, p. 10 참조.



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공공조달 공급사슬

과 관련될 수 있다. 즉, 기업이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부정적 영향력을 

야기하거나, 그 자신의 활동을 통해 다른 주체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다른 사업 파트너 또는 가치사슬의 다

른 주체들과의 관계를 통해 물품, 서비스 또는 공사를 매개로 부정적 영

향력에 연결됨으로써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60)  

이와 같은 경우 유엔지도원칙에 따르면, 기업은 더 심한 부정적 영향

이 발생하거나 부정적 영향력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스스

로의 활동들을 중단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또한 만약 인권에 대한 부정

적 영향, 즉 인권남용이 방지될 수 없다면, 기업은 직접 또는 다른 기업

들과 협력하여 복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기업이 인권과 관련한 

부정적 영향력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업은 인권 침해 

주체가 침해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지렛대로서의 활동을 해야 한다.61)  

여기서 지렛대의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그것은 기업이 그 영

향력을 야기했거나 한 원인이 된 당사자의 잘못된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능력을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들에는 공급자들이 포함된다. 따

라서 유엔지도원칙에 따르면, 만약 공공조달의 공급사슬에서 한 공급자

가 인권을 남용한다면, 공공조달 구매자는 이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지렛대를 평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렛대 평가항목에는 공

급자에 대한 직접적 통제의 정도, 구매계약의 조건들, 총 사업 중 문제가 

된 공급자 비율 등이 있을 수 있다.62) 

유엔지도원칙에 따르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 결정

적 열쇠는 “인권에 대한 상당한 주의”(human rights due diligence)이다. 이

는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에 관한 핵심적 요건으로, 인권에 대한 리

60)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terrogating the role of the state as buye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11 참조.

61)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전게논문, p. 11 참조.
62)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전게논문, p. 12 참조.



스크를 발견하고,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사전 예방적 과정을 지칭한다. 앞

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은 어느 기업이건 모든 관

할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업들이 운영되는 곳은 어디서나 기업들은 국

제규범과 국내법 또는 그 시행령들 사이의 간극을 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63) 

이처럼 유엔지도원칙은 기업들이 구매자로서 행동하건 공급자로서 행

동하건 다른 기업들 또는 공공조달 정부 구매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책임

성이 있음을 분명하게 표현함과 동시에, 구매 활동을 규제해야 할 국가

의 의무를 분명하게 지적한다. 

제3절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다국적기업들의 책임 있는 기

업활동을 통해 새계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강

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각 국 정부

의 공통된 인식 하에 1976년 처음 채택되었다. OECD는 2011년경 위 가

이드라인을 유엔지도원칙에 맞춰 조정했다. 유엔지도원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성이 자신의 사업을 넘어 공급자들 및 

하수급 계약자들을 포함한 사업파트너의 활동들에까지 연장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나타냈고, 이는 예를 들어 정밀금속, 은행, 재정, 신발과 의복을 

다루는 산업 섹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발전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이

에 따라 2011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제1부 Ⅳ.에서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반영하고 기업의 책임을 공급사슬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된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64)

63)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terrogating the role of the state as buye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12 참조.

64) 지식경제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1, 26, 27면 참조.



Ⅳ. 인권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업

이 운영되는 국가의 국제적 인권에 관한 의무, 관련 국내법규의 틀 안에서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1.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즉,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업이 연관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해야 한다. 

  3. 부정적 영향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관계를 통해 당

해 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

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65)

제4절 유엔 2030 의제

2030 의제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가난, 기아, 보건, 교육, 지구온난화, 

성평등, 물, 위생, 에너지, 도시화 및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에 이르기까지

의 다방면의 목표들을 규정하고 있다.66) 

특히 2030 의제와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초거대 소비자로서의’ 정부, 

즉 시장을 지속가능한 물품 쪽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반영한다. 지속가능 발전목표 제12호는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더 포괄적인 경제들을 향한 추진책의 일환으로서 공공조

달에 관한 새로운 목표들을 설정하고 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 제12호 

아래의 구체적 목표(target) 12.6은 기업들, 특히 대규모의 다국적 회사들

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실무관행을 채택하고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 사

이클로 통합하도록 장려하며, 구체적 목표 12.7은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65) 지식경제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1, 26면에서 인용. 
66)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실무관행들을 국가 정책과 조화를 이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

엔 2030 의제는 모든 나라들이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정책들과 액션플랜

들을 실행하도록 요청한다.67)  

제5절 소결 

유엔지도원칙을 비롯하여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유엔 2030 의제는 공공조달 공급사슬에서 인권과 관련한 위험에 대응하

며, 정책 일관성 및 인권을 국가적, 초국가적 공공조달 프레임워크 안으

로 통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권을 토대로 한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공공조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비록 유엔지도원칙,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2030 의제와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

도 각 국의 공통된 인식과 합의에 의해 규정된 국제규범으로서, 각 국내

법에 의하여 상치되지 않는 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요청

이다. 따라서 위 국제규범들은 공공조달에서 왜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해

야 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타당하고 강력한 논거가 된다고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67) Olga Martin-Ortega & Claire Methven O'Brien,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terrogating the role of the state as buye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14-16 참조.



제 3 장 사례연구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에서는 공공조달절차에서 인권남용을 방지하고 

새로운 조달체제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왔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구체적 모습은 어

떤 양태로 전개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제1절 헬스케어 분야 공공조달과 인권

스웨덴의 공공조달 실무가 Pauline Göthberg는 사람들이 유럽 2020 전

략(Europe 2020 Strategy)이나 유엔지도원칙 및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목표 

등으로 인해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점점 주의를 기울여 왔음에도, 실제로는 공공조달 주체가 어떻게 공급사

슬에서 발생하는 인권남용을 찾아내고 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Pauline Göthberg는 실제 사례를 토대로 

공공조달 공급사슬에서 나타나는 인권남용의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을 이용한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68) 

이에 따르면 스웨덴의 각 주 의회들(county councils)은 헬스케어 공급

사슬에서 인권남용의 위험을 찾아내고 완화하기 위해 ‘협동 모델’이라는 

방안(이하 ‘스웨덴 협동 모델’)을 채택했다. 스웨덴 협동 모델은 첫째, 인

권보호를 위한 요건들을 표준화하고, 둘째로 공공조달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와 관련한 책임 분담을 

확실하게 정하며, 셋째로 예를 들어 협동 모델 프로젝트와 관계된 스태

프의 시간 및 역량 개발 비용과 외부 감사 비용 등의 제반 비용을 함께 

68) Paul Göthberg,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 the healthcare sector: 
the Swedish county council' collaborative model”,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165-179 참조.  



부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69)   

스웨덴 협동모델은 2007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인데, 

스웨덴은 2007년 당시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 관련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 규정이나 정책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한 NGO 보고서가 스웨덴

의 공공서비스 병원에서 사용되는 섬유와 수술도구의 공급사슬에서 일어

나는 인권남용 문제를 널리 알렸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이로 인해 일

부 주에서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결국 전체 주로 확산되었다.70) 

위 프로젝트 추진 그룹은 처음에 ‘공급자들을 위한 행위규범’(Code of 

conduct for suppliers)을 만들었는데, 이 행위규범은 국제노동기구의 8개

의 핵심 근로에 관한 협약71),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정, 노동자 보

호, 보건 및 안전 관련 입법화에 관한 법령, 제조국에 적용될 수 있는 사

회보험 관련 법령 및 환경 보호 관련 법률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3개 주72)가 인권남용의 우려가 높은 수술도구, 섬유, 장갑, 시

린지와 캐뉼라, 드레싱 및 1회용 물품의 6개 분야의 공공조달에서 위 행

위규범을 채택했고, 2010년 말에는 약제 분야로 확장되었다. 다만, 구체

적인 반영 형태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위 행위규범을 입찰서류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급자는 입찰 시 행위규범을 준수할 것을 서명하고 이

를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 주가 있는 반면, 또다른 주에서

는 행위규범에 나타난 근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계약수행조건으로 받아들

였다.73) 

69) Paul Göthberg,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 the healthcare sector: 
the Swedish county council' collaborative model”,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168 참조.

70) Paul Göthberg, 전게논문, p. 170 참조.
71) ILO Convention 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 ILO Convention 98(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ILO Convention 29(강제노동), ILO Convention 105(강제노동 

폐지), ILO Convention 138(최저연령), ILO Convention 111(고용 및 직업에서

의 차별), ILO Convention 100(동등 보수) 및 ILO Convention 182(아동 노동)
를 지칭한다. 

72) 2010년에는 나머지 18개 주도 위 협동 모델에 참여하게 되었다.
73) Paul Göthberg, 전게논문, p. 170 참조.



행위규범이 받아들여진 후 1년이 지나자 프로젝트 그룹은 계약자들이 

이를 잘 준수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된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공공조달에서 공급자들의 동등 대우 및 공정한 

경쟁 보장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

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만들어진 후속조치는 공급자

들의 자가 평가 설문지와 제3자 감사라는 방법이었다. 실제로 행해진 한 

감사에서는, 근로자 인터뷰 및 현장 감사 결과 강제 노동, 초과근로, 이

민근로자가 모르는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근로자 기숙사의 불충분한 소

방시설 등을 확인되었다. 즉, 협동 모델의 감사로 인해 공공조달 공급사

슬의 인권남용 상황이 확실하게 밝혀지게 되었고, 인권남용이 확인된 기

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공조달 계약이 연장되지 않게 되었다.74)  

이후 2014년에는 행위규범이 확장 개정되었는데, 예를 들어 보편인권

선언을 반영하여 인권보호에 관한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유엔 부패방지

협약 내용도 반영하였으며,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것도 반영하

였다. 2016에는 협동 모델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러한 변화와 함께 기금을 모금하고,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제3자 감사 

체제 및 범위도 더 확대하였다.75)   

이와 같이 협동 모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공공조달 공급자들이 

준수해야 할 행위규범에 인권보호 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공급자들은 위 

행위규범 준수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공급사슬에

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남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감사 체제를 갖춤

에 따라 인권남용 실태가 쉽게 확인되고, 그 결과 공공조달 실무에서 인

권남용이 점점 완화되는 선순환적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74) Paul Göthberg, “Public procurement and human rights in the healthcare sector: 
the Swedish county council' collaborative model”,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170, 171 참조. 

75) Paul Göthberg, 전게논문, pp. 173, 174 참조.



제2절 전자제품 분야 공공조달과 인권 

네덜란드의 비영리 NGO인 Electronics Watch는 전자제품 분야에서 공

공조달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책임 있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권

리를 보호고자 하는 조직이다.76) Electronics Watch의 대표인 Bjorn 

Skorpen Claeson은 특히 공공조달에서 시민사회 및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77)  

지난 20여 년간 의류 및 전자제품과 같은 소비재를 위한 공급사슬에

서는 자발적인 기업의 행위규범 및 사회적 모니터링이 발전해 왔다. 여

기서 말하는 사회적 모니터링은 노동법 및 국가의 국정감사에 대응하여 

민간 분야의 자발적 대안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의 

상당수 대기업들은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RBA)78)의 행위규범을 

준수한다고 선언해 왔다. 그런데 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체적인 모니터링 방식으

로 행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행위규범 및 모니터링 체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계속 실패해 왔고, 그와 동시에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권리

와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점점 시민사회와 공공 구매자들

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자제품 분야 근로자의 근

로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모니터링 조직으로 Electronics 

Watch가 만들어진 것이다.79) 

Electronics Watch는 근로자가 주도하는 모니터링 방법을 사용하기 시

76) https://electronicswatch.org/en/  
77) Björn Skorpen Claeson, "Making rights effective in public procurement supply 

chains: lessons from th electronics secto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192-205 참조. 

78) 2004년 몇몇 전자회사 그룹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산업단체이다. http://resp
onsiblebusiness.org/about/rba/ 참조.  

79) Björn Skorpen Claeson, 전게논문, pp. 192, 193 참조.



작했고, 이후에는 시민사회의 인권 및 기업 공급사슬 관련 전문가를 모

니터링 파트너로 받아들여 조직을 체계화했다. Electronics Watch는 민간

감사의 자발성에서 오는 실패를 반영하여 근로자 권리 보호를 계약유지

조항으로 정하여 공급자가 근로자의 권리 침해를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급자의 근로자 권리 보호가 계약내용으로 편입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80) 

Electronics Watch가 강조하는 또 하나는 근로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이다. 근로자로부터 근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

고 불만을 파악할 수 있어야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권리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적절한 구제책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

가 Electronics Watch는 공공구매자가 이러한 형태의 모니터링으로부터 

공공 구매자가 배울 점을 받아들여 공공조달 영역에서 인권보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인권남용의 피해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81) 

Electronics Watch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자제품 공급망에서 유효 

적절한 근로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공공조달 구매자에 알리고자 한다. 또

한 공공조달 구매자가 근로자의 계약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을 규정하여 조달계약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요구사항이 

구속력 있는 요건이 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근로권 및 

작업장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시민사회 전문

가가 함께 하는 심층 모니터링을 수행한다.82)    

요약하면 Bjorn Skorpen Claeson은 Electronics Watch 활동을 사례로 들

어 계약상 구속력 있는 공급자 행위규범을 사용할 것과 행위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시민사회 전문가 및 근로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80) Björn Skorpen Claeson, "Making rights effective in public procurement supply 
chains: lessons from th electronics sector",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193 참조.

81) Björn Skorpen Claeson, 전게논문, pp. 195-197 참조.
82) Björn Skorpen Claeson, 전게논문, pp. 203, 204 참조.



제3절 평등권 추구 수단으로서 공공조달 시스템  

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공조달 

사례를 들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매우 오랫 동안 인종차별정책이 

전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다가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되자, 남

아프리카공화국은 20여 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평등이라는 구체적인 

인권 문제를 공공조달에서 실현하기 위해 매우 정교한 노력을 기울여 왔

다.8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공조달 시스템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

어 온 인종차별정책의 종말에 뒤따른 민주화의 한 조치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1993년 잠정 헌법을 거쳐 1996년 최종 헌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목록의 기본권 장을 규정하였고, 공공조달을 규율하는 헌법적 

원칙을 수립하였다. 또한 공공조달법을 마련하여 공공조달을 수단으로 

하여 인권 중에서도 특별히 평등권을 현실화하는 규제시스템을 발전시켰

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 서비스 

및 공사로 국가의 인권보호 책무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공공

조달을 규제하는 법적 메커니즘을 수립한 모델로서 연구될 수 있다.84)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21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평등권 추구와 연결시키고 있다. 

  (2) (1)은 그 항에 열거된 국가기관 또는 다른 기관들이 공공조달정책을 시

행하면서 다음을 제공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a) 계약 부여에 있어서 우선권

    (b) 부당한 차별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의 범

주들의 보호 또는 발전 

83) Geo Guinot, “Constitutionalising public procurement through human rights: 
lessons from South Africa”,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78-95 참조.

84) Geo Guinot, 전게논문, pp. 78, 79 참조.



헌법은 또한 공공조달에서 인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도 입법에 의해 지시되도록 요구함으로써 공공조달에서의 인권보호

가 법률상으로도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85) 

앞서 본 헌법적 요구는 남아프리카에서 일정한 요소에 대해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우선 조달’(preferential procurement)로 알려진 조달 시스템

을 통해 실행된다. 2000년 우선권 부여 조달정책 체제법(Preferential 

Procurement Policy Framework Act)에서 위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헌법 제

217조 (2)가 규정한 바와 같이 ‘부당한 차별에 의해 불이익을 입은 자들

의 보호’조치가 시행된 것이다.86)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공조달법 하에서 평등권을 추진하는 메커니

즘은 흑인에 대한 경제적 권한 부여 계획(Th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Scheme, 이하 ‘BBBEE 계획’)을 통해 시행된다. 

BBBEE 계획은 법률 및 하위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위 계획에 

따르면 어떤 기업체라도 정책 실현에 대한 기여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 평가에 따라 점수를 얻는다. 기업은 최종적으

로 기여도 1단계(최상위)부터 8단계(최하위)까지 평가된다. 또한 기여도 

수준의 평가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구체화된 스코어카드가 만들어져 있

고,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스코어카드도 마련되어 있

다.87)  

예를 들어 BBBEE 계획의 일반적 스코어카드를 보면, 평가요소로 ‘소

유관계’(20점), ‘경영 통제’(15점), ‘기술 발전’(20점), ‘기업 및 공급자 발

전’(40점) 및 ‘사회경제적 발전’(5점)이라는 5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점수가 배분되어 있다. 공공조달 관점에서 보면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단일 요소로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는 ‘기업 및 공급자 발

85) Geo Guinot, “Constitutionalising public procurement through human rights: 
lessons from South Africa”,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81 
참조.

86) Geo Guinot, 전게논문, p. 81 참조. 
87) Geo Guinot, 전게논문, pp. 82, 83 참조. 



전’ 요소이다. 이 요소는 무엇보다도 기업체 자체의 조달을 평가하여 점

수가 부여된다. 예를 들어 해당 기업체가 스스로의 조달을 BBBEE 계획

에 따라 평가하여 ‘적어도 51퍼센트 이상 흑인이 소유했다고 인정되는 

공급자’들로부터 조달을 받았을 때는 9점을, BBBEE 계획에 따라 평가하

여 ‘적어도 30퍼센트 이상 여성 흑인이 소유했다고 인정되는 공급자’들

로부터 조달을 받았을 때는 4점을 각각 받게 된다.88)     

즉 기업체 스스로의 조달은 공공 영역의 조달이 아닌 민간 영역의 조

달이지만, 공공조달 평가에 기업체 자신의 조달 평가가 반영됨으로써 국

가에 대한 공급자의 지위가 그 기업체에 대해 조달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지위에 의해 일정 부분 결정되고, 그 결과 ‘기업 및 공급자 발전’ 요소를 

수단으로 해서 평등 추구가 민간 조달에서도 구체화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간 조달의 공급자의 지위가 또 다시 그 자신의 민간 공급자에 의

해 일정 부분 결정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여 평등과 부의 재분배가 

국가의 전 공급사슬을 통해 시행되게 된다.89) 

시행 초기에는 위와 같은 우선 조달은 낙찰 단계에서 가격 우선권에

만 관련되었다. 즉, 입찰자에 의해 제시된 가격이 그 입찰자의 평가 결과

에 따른 조달 레벨에 따라 조정되고 그 결과 더 높은 조달 레벨을 받은 

입찰자가 가점을 얻게 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경

제의 대표적 특징인 불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직면하자, 부의 재분배 

속도를 가속하기 위해 BBBEE 계획이 더 확장되었다. 두 가지 방법이 추

가되었는데, 첫째, 조달에 참여할 입찰자를 결정하는 자격 기준도 위 방

식에 따라 판단하고, 둘째, 계약조건들에서도 위 방식에 따라 점수를 부

여함에 따라 BBBEE 계획에 따른 평가 및 조달 레벨은 종국적인 조달계

약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9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17년 조달 규정은 ‘사전자격심사 기준’이라 불

88) Geo Guinot, “Constitutionalising public procurement through human rights: 
lessons from South Africa”,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85 
참조. 

89) Geo Guinot, 전게논문, pp. 83-86 참조.
90) Geo Guinot, 전게논문, p. 86 참조.



리는,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일정한 계약들을 따로 정해

서, 그 계약에 대해서는 입찰자들이 BBBEE 조달 레벨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일 것을 요구한다. 이때 중소기업 규모의 

회사는 다시 51퍼센트 이상 흑인이 소유할 것 또는 51퍼센트 이상의 흑

인 여성이 소유할 것 등의 우선 조달의 평가기준에 의해 제한된다. 다만 

이러한 보조금 제도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계약 주체의 재량에 따른

다. 계약 주체는 시행하려는 조달 분야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

에 따라 보조금 제도를 모든 조달에 적용할 수도 있고 특정한 조달에만 

적용할 수도 있다.9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17년 조달 규정에 도입된 또 하나의 새로운 제

도는 낙찰계약에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2백만 달

러 이상의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서는 입찰자들이 적어도 해당 계약의 30

퍼센트 이상을 예를 들어 흑인 여성 기업 또는 흑인 농촌 기업 등 지정

된 범주 내의 수급자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하도급은 뒤

따르는 하도급계약의 입찰자에게도 계약조건이 되어 결국 공공조달계약

이 아닌 일반적인 계약에도 적용되게 된다.92)   

Joshua Schwartz는 ‘정부조달 법의 시스템은 완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발

전 중인 것으로서 영속성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정부계약법 시스템은 다수의 목표들 사이에서 타협이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조달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순환

적 패턴을 생산하기 때문에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는 공공

조달법 시스템이 해당 국가 시스템의 역사, 제도 및 문화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회가 스스로 그 환경과 경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선

의 정부조달 실천양식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93) 

91) Geo Guinot, “Constitutionalising public procurement through human rights: 
lessons from South Africa”,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88 
참조.

92) Geo Guinot, 전게논문, p. 88 참조.
93) Joshua I Schwartz, "Learning from the United States' Procurement Law 

Experience: On "Law Transfer" and Its Limitations", Public Procurement Law 



위와 같은 주장은 특히 사례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

떤 시스템이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내의 역사와 경

제, 사회 환경 안에서 자리잡은 것이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통해 좋은 실

천양식을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단순히 옮기려 하기보다는 특

정 시스템의 발전으로부터 나오는 실천양식에서 교훈을 배우는 것이 되

어야 할 것이다.94)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우선 조달 시스템

은 어떻게 법률이 특별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인권과 공공조달 사이를 

연결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

국의 경우에 그것은 평등이라는 목표였고,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특

수한 역사와 헌법 시스템 안에서 비롯된 것이다.95) 이를 일반론으로 치

환해 보면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 근로권 및 사회경제권과 같이 인권

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 공공조달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절 공공조달에서의 인권침해와 국가배상책임  

Ⅰ. 도입 

유엔지도원칙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그들이 거래하는 회사들이 인권

을 존중하도록 장려해야 하고, 국내 사법체제가 기업활동과 관련한 인권

Review 115. (2002), Geo Guinot, 전게논문, pp. 93, 94에서 재인용.  
94) Geo Guinot, “Constitutionalising public procurement through human rights: 

lessons from South Africa”,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94 
참조. 

95) 참고로 Geo Guinot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실제 사례를 통해 공공조달을 통

해 인종 간 평등 실현의 가능성을 검토했다면, 공공조달이 양성평등정책 실

현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검토한 연구로는 김대인, “젠더법의 관

점에서 본 공공조달”, 이화젠더법학 제3권 제1호, 2011. 참조. 



남용 문제를 다루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

렇다면 이러한 규범들이 유럽연합 공공조달법 차원에서도 존중될 수 있

는지, 존중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

와 관련하여 Eamonn Conlon은 정부와 거래하는 회사가 조달 과정에서 

인권남용을 한 경우 그 피해자는 사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

일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결론을 내리고 있다.96) 

모든 유럽연합 구성국들은 2014 공공조달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2014 

공공조달지침 제18조는 두 개의 ‘조달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공

급자의 이익을 위해 계약 주체가 평등, 비차별, 투명성 및 비례성이라는 

협정 원칙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로는 다음과 같이 유럽연합 

회원국은 공급자들에게 최소한의 환경적, 사회적, 근로상의 기준을 부과

할 것을 요구한다.97)  

     회원국들은 공공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경제 주체들이 유럽연합법, 각 국

가의 법, 다자간 협정에 의해 또는 이 부속서 10에 열거된 국제 환경, 사회, 

근로법 조항에 의해 성립된 환경적, 사회적, 근로상의 법률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

다.98)  

부속서 10은 결사 및 집단 교섭의 자유, 강제노동, 아동노동 및 작업장 

차별과 관련된 국제노동기구의 ‘근본적’ 또는 ‘핵심’ 규약들을 포함하고 

있다. 위 규약들은 국제노동기구의 1998년 ‘근로에서의 기본권 및 원칙

에 관한 선언’에 반영된 핵심적 근로 기준들로, 모든 기업들에 보편적으

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들이다. 아일랜드는 다른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

과 마찬가지로 국제노동기구 핵심 규약들을 비준했고, 공공조달지침 제

96) Eamonn Conlon, “Civil liability for abuses of ILO core labour rights in 
European Union government supply chains: Ireland as a case study”,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115-131 참조.

97) Eamonn Conlon, 전게논문, p. 116 참조. 
98) Directive 2014/24/EU. www.europa.eu/european-union/index_en 



1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공공계약규정(Public Contract Regulation) 제18

조(4) 조항을 통해 국내법으로 이행입법을 하였다.99)  

  (a) 공공계약 수행할 때 경제 주체는 환경, 사회, 노동 법 분야에서 적용되

는 의무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 

  (b) 계약 주체는 공공계약이 (a)에 언급된 의무규정들이 준수되도록 요구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조달지침 제18조 제2항 및 이행입법인 아일랜드 공공계약

규정 제18조(4)가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의무규정 위반

이 발생한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한 침해에 대해 특히 계약 주체에 대해 

소송을 통해 구제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Ⅱ. 유럽연합법 하의 구제책 허용 여부

유럽연합법은 공공조달지침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해를 입은 입찰자

들에 대한 구제책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사회 구제책지침100)

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연합의 법률에 내재한 일반원칙의 예로서 유럽연

합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라는 구제책을 제공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공공조달에서 최저근

로기준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구제책과 관련해서는 지침들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

라서 구제책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101) 

99) Eamonn Conlon, “Civil liability for abuses of ILO core labour rights in 
European Union government supply chains: Ireland as a case study”,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116, 117 참조.  

100) Council Directive 89/665/EEC 
101) Eamonn Conlon, 전게논문, p. 120 참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연합법 하에서 권리에 대한 유효한 사법적 

보호를 해야 한다. 각 회원국은 세부적 절차 규칙들을 규정해야 하는데, 

첫째, 유사한 국내 다른 소송들을 규율하는 것들과 동등하게 우호적인 

규칙들을 규정해야 하고(동등 원칙), 둘째, 유럽연합법상의 권리를 행사

함에 있어 불가능하거나 너무 어렵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실효성의 원

칙).102) 

Eamonn Conlon은 이를 실행하는 4가지의 방법에 의해 공공조달지침 

제18조 제2항이 국내 법원에서 권리들을 집행력 있게 한다고 주장하는

데, 그가 제시하는 방법은 첫째, 국내법으로 이행입법을 할 것, 둘째, 가

능한 한 유효하도록 국내법을 해석할 것, 셋째, 이행입법이 없더라도, 지

침이 무조건적이고(unconditional) 충분히 정확하다면(sufficiently precise), 

회원국을 상대로 국내에서 집행할 것, 넷째, 이행입법 실패로 야기된 피

해에 대해서는 ‘Francovich 책임’을 인정할 것의 4가지이다.103)104)  

아일랜드의 경우 공공계약규칙 제18조(4)(b)는 계약 주체로 하여금 공

102) Eamonn Conlon, “Civil liability for abuses of ILO core labour rights in 
European Union government supply chains: Ireland as a case study”,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120, 121 참조. 

103) Eamonn Conlon, 전게논문, p. 121 참조.
104) 여기서 Francovich 책임이란 다음 사건을 통해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

한다. Case C-6/90의 원고인 Andrea Francovich는 이탈리아 Vicenza에 있는 

한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그의 전체 봉급에 비해 일부만 지급받아 왔기 때

문에 회사가 파산한 후 미지급된 봉급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Francovich는 

이사회 지침 80/987/EEC에 규정된 보증을 국가로부터 취득할 권한을 부여받

았음을 이유로 이탈리아를 상대로 권리를 청구하였다. 이후 유럽위원회는 

이사회 지침 제5조가 미지급된 봉급을 위해 국가는 보증기관의 운영을 제도

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지침

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탈리아를 유럽재판소에 제소하였으며, 유럽

재판소는 Case 22/87에서 이탈리아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즉 이 사건에서 국

가배상책임 원칙의 성립 가능성이 처음으로 인정되었는데, 특히 유럽공동체

법의 직접 효력에 대한 시험적 적용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된

다. 자세한 내용은 김두수, ｢EU법상 개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외법논집  
제24집, 2006, 255-280면 참조.  



급자들이 ILO 핵심 규약들을 따르겠다는 조항을 그들의 공공계약에 포

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계약주체가 그러한 조항을 포함했는데 시행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

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조달지침 제18조 제2항에 따라 모

든 회원국들은 경제 주체들이 ILO 핵심 규약들을 공공계약 시행 시 따

를 것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므로, 계약 주체는 국가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그 책임의 근거는 위

에서 본 4가지 방법론에 비추어 볼 때, 공공조달지침 제18조 제2항이 국

내법에 직접 효력이 있는데 그 조항이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거

나, 국가가 위 조항을 국내법으로 이행입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105)  

Francovich 사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유럽연합 지침이 각 국에 직접 

효력을 가지려면 규정 자체로 무조건적이고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 따라

서 공공조달지침 제18조 제2항이 국내에서 직접 효력을 가지려면, 그 내

용이 무조건적이고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 여기서 무조건적이란 회원국

이 그 규정의 이행을 위해 더 해야 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

하고, 충분히 명확하다는 것은 명백한 용어로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106)

예를 들어, 회원국으로 하여금 ‘보통 그 영역 내에서 근거하여 차량 

사용의 관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이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모

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누군

가가 주장했다고 가정해 보자. 위 조항은 ‘회원국의 의무 및 수혜자들이 

밝혀질 것이 허용되고, 따라서 그 조항들은 무조건적이고 명확한 것’이

다. 반면에, 회원국으로 하여금 ‘쓰레기가 인간의 건강을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은 무조건적이지도 명확하지도 않다. 그것은 단지 

105) Eamonn Conlon, “Civil liability for abuses of ILO core labour rights in 
European Union government supply chains: Ireland as a case study”,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121, 122 참조.

106) Eamonn Conlon, 전게논문, p. 122 참조.



따라야 할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것이고 회원국이 그 지침의 더 구체적 

의무사항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목표들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107)  

이러한 원칙과 위에 든 예에 비추어 볼 때, 공공조달지침 제18조 제2

항은 계약 주체가 지침을 따르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해 국내

법적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무조건적이고 충분히 명확한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공조달지침이 민간영역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의무를 부

과하고 있지 않지만, 지침 규정들은 국내법 해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민간의 손해배상책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법원은 가능한 한 

문제가 되는 지침이 ‘완전히 실효성 있도록 할 목적으로’ 국내법을 해석

해야 한다. 실제로 유럽재판소는 소비자 보호, 동등 급여, 모성 보호, 차

별 문제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국내법령에 대해 

동등하고 실효성 있도록 적용해 왔다.108)  

Ⅲ. 인과관계와 공동책임 

공공조달 공급사슬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어려운 쟁

점 중 하나는 각 비즈니스 주체들이 직접 행한 것은 아니나 거래를 통해 

어느 정도 연관된 경우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인과관계 

인정의 문제이다. 일련의 공급사슬에서 한 당사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여 

문제가 되는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건물 공사 프로젝트에서, 채석한 돌 받침 또는 그 건

물에 사용된 문이 건물 공사와 상관 없는 다른 작업장에서 인권침해를 

야기하면서 생산되었다고 가정할 때 건물 공사를 발주한 계약자가 이러

한 피해를 야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109)  

107) Eamonn Conlon, “Civil liability for abuses of ILO core labour rights in 
European Union government supply chains: Ireland as a case study”,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122 참조. 

108) Eamonn Conlon, 전게논문, pp. 122, 123 참조.



이에 대해 Eamonn Conlon은 해당 건물에 인권침해적인 근로조건에 따

라 생산된 생산품이 사용됨으로써 건물 공사의 계약자도 그러한 생산품 

시장의 일부가 되었고, 따라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것이라는 입장

이다. 따라서 만약 둘 또는 그 이상이 피해를 야기한 잘못이 있다면, 그

들은 각각 전체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한 공장 소유

자가 가혹한 근로조건들을 강제하여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했다면, 

그리고 주된 계약자는 그러한 공장에서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피해에 

기여했다면 둘 다 각각 전체 손해배상 조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다. 이 경우 주된 계약자는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

고, 그 후 공장 소유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110)  

Ⅳ. 전망

Eamonn Conlon은 아일랜드를 사례로 들어 유럽연합 회원국은 공급자

들이 공공계약을 수행할 때 ILO 핵심 근로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2014 공공조달지침의 요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

공조달 공급사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의 가능성을 도출해 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

한 구제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거나 혹은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

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고, 또한 공급사슬에 있는 기업

도 공동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Eamonn Conlon은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인권침해로 인한 국가배

상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이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전망한다.111) 이와 

같이 공공조달에서 발생한 인권남용에 대해 그나마 사후적으로라도 조달 

109) Eamonn Conlon, “Civil liability for abuses of ILO core labour rights in 
European Union government supply chains: Ireland as a case study”,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125 참조.

110) Eamonn Conlon, 전게논문, pp. 125, 126 참조.
111) Eamonn Conlon, 전게논문, p. 131 참조.



당사자들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케이스가 누적됨으로써 간접적으

로 공공조달에서 인권남용의 발생이 억제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한계  

제1절 무역장벽으로서의 정부조달 

앞에서 공공조달과 인권보호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조달에서

의 인권보호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제로 공공조달이 인권보

호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공

조달에서 인권보호 사항을 고려함으로써 공공조달을 인권보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

다. 이하에서는 이 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112)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국제무역질

서를 바로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 출범하였는데, 2019년 현재 회원국은 164개국에 

이른다.113) 한편 정부조달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에 부속된 다자

간 무역협정 중의 하나로서,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겠다는 의사표시

를 한 국가들에만 적용되는데, 현재 가입국은 20개국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세계무역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가입한 상황이다.114)    

그런데 세계무역기구는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관세 및 비관세 차원에

서 모든 무역장벽의 철폐를 추구한다.115) 이와 관련하여 모든 세계무역

기구 규칙들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원리는 비차별 원칙으로서, 최혜국 대

112) Opi Outhwaite, “Human rights and national procurement rul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23-41 참조.

113) www.wto.org/english 참조.
114)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과 달리 정부조달협정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별

도로 산정되지 않고, 유럽연합이 대표하여 1개의 가입국으로 간주된다. 
www.wto.org/english/tratop_e/gproc_e/memobs_e.htm 참조.

115) Opi Outhwaite, 전게논문, p. 25 참조. 



우 및 내국민 대우 조치를 들 수 있다. 최혜국 대우는 예를 들어 한 국

가가 법률이나 정책을 통해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비해 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내국민 대우는 일단 상품이 시

장에 진입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116) 

한편 세계무역기구가 추구하는 무역장벽 철폐 목표 중 특히 중시하는 

것은 비관세 장벽이다. 소위 비관세 장벽을 통해 표면상으로는 장벽이 

없으나 실제로는 그 국내 시장에 접근하려는 국가에 불평등한 무역조건

을 만들거나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법령과 정책들을 다루

고자 하는 것이 정부조달협정이다. 이에 따르면, 공공조달 실무관행들은 

물품이건 서비스건, 비차별 원칙들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에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국가)의 물품 또는 서비

스 공급자들에게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대조치를 하거나 다른 이익을 주

는 경우에 이는 다른 지역(국가)에 대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117) 이러한 결과로, 인권보호 정책 또는 환경적, 사회적 정책을 추구

하는 국가 공공조달 정책들과는 필연적으로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 긴장

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118)  

제2절 정부조달협정의 구체적 제약

Ⅰ. 정부조달협정의 문언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국내 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가

116) Opi Outhwaite, “Human rights and national procurement rul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26 참조.

117) Opi Outhwaite, 전게논문, p. 26 참조.
118) Opi Outhwaite, 전게논문, pp. 25, 27 참조. 



산점이나 우대조치를 주는 것은, 일견 표면적으로 세계무역기구 원칙들

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 구

매를 선별적으로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명백하게 특정 국가에 대해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거나 다른 국가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목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이 인권보

호 문제와 충돌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119) 그러나 정

부조달협정에는 인권에 대하여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조달협

정 안에 허용되는 사회적 고려사항들(social considerations)에 인권 관련 

정책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인권 목표와 

정책들은 모든 국가가 추구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

에 명시적 규정을 넘어 더 넓은 문맥 안에서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면, 

정부조달협정 안에서 인권보호 정책 추진의 허용 여부는 더 쉽게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그 허용 여부는 더욱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다만, 유럽

위원회 공공조달 가이던스의 “사회적으로 책임성 있는 공공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RPP)에 관한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고려

사항들을 무엇보다도, ‘인권 남용을 반대하여 보호하고 인권에 대한 존

중을 북돋우는’ 목표를 가진 것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서는, 인권 목표를 가진 조달 정책들은 정부조달협정 체제에서 사회적 

고려사항들의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120) 

Ⅱ.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 

119) Makau W Mutua & Robert L Howse, “Protecting Human Rights in a Global 
Economy: Challenges fo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ugo Stokke & Anne 
Tostensen, eds. Human Rights in Development Yearbook 1999/2000: The 
Millennium Edition, 2001, p. 51 https://ssrn.com/ abstract=1533544 참조.  

120) Opi Outhwaite, “Human rights and national procurement rul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30, 31 참조.



정부조달협정의 부록 1에 있는 양허표는 각 당사국에 적용되는 정부

조달협정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하는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각 당사국

에 관한 양허표는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 활동들의 범위를 규

정하는 7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협정이 적용되는 조

달 활동의 영역은 당사국 별로 각각 다르고, 양허표에 열거된 기관과 활

동들만이 정부조달협정의 원칙과 절차적 요건들이 적용된다. 다시 말하

면, 모든 공공조달이 반드시 정부조달협정의 규칙들에 의해 규율되는 것

이 아니라, 각 당사국은 부속서 1에서 3까지에서 열거한 조달 주체들에 

의한 조달 및 부속서 4부터 6까지의 목록에서 구체화된 상품 조달 및 용

역 조달 및 건설공사 용역 조달에만 당사국의 의무가 적용된다.121) 

따라서 이론적으로 당사국들은 그들의 각 양허표에서 조달의 몇몇 유

형은 배제함으로써 인권보호 목표를 추구할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

다. 실제로 양허표 외의 다른 공공조달에서, 예를 들어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중소기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 또는 원주민 공동체 보호와 관련된 

면세와 같이, 더 전통적인 사회적 정책들을 추구하는 융통성을 활용해 

오고 있다.122) 

반면에 미국 메인주의 행정기관인 시민무역정책위원회는 미국의 주들

과 지방자치시들은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물품과 서비스 공급자들이라는 

보증을 요구하는 조달 정책을 추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조달협정의 미국 양허표 부속서 2의 개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123) 이러한 제안은 현재의 정부조달협정 하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해 인권보호나 그 밖의 사회적 정책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이 곤란하

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121) Opi Outhwaite, “Human rights and national procurement rul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p. 31, 32 참조.

122) Opi Outhwaite, 전게논문, pp. 31, 32 참조.
123) Opi Outhwaite, 전게논문, p. 33 참조.



Ⅲ. 정부조달협정의 적용과 예외 조항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조달에 관한 각 국가의 국내법은 세

계무역기구의 핵심적인 목적, 특히 투명성과 비차별을 통한 자유무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정부조달협정 제8조는 공공조달 주체에 대하여, 

공공조달 참여에 관한 조건은 공급자가 적절한 조달을 수행하기 위해 법

적, 재정적 역량과 상업적,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들에 한정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조달 맥락에서 세

계무역기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정부조달협정

이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 정책 추진을 허용하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24) 

한편 정부조달협정 제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부조달협정에 대한 

일반적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2. 어떠한 조치들도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당사국들 사이에 자의적이거나 정

당화할 수 없는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이 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느 것도 당사국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 공공 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d) 장애인, 자선 단체 또는 교도소 노역의 물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조치  

마지막 예외인 (d) 규정은 소수자 또는 취약자 그룹 포섭과 관련된 전

통적인 사회적 정책 추진과 연결되고, 이것은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 정

124) Opi Outhwaite, “Human rights and national procurement rul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33 참조. 



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 규정, 즉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한 예외조항도 특히 ‘근

로 조건들’을 공공조달 안에 반영하는 것을 정당화해 줄 가능성이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125) 

그러나 정부조달협정의 적용 및 예외조항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합의

된 해석이 없고 어떤 국가가 그것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

가 직접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적도 없는 상황이다.126) 따라서 그 적용 

영역의 문제는 해석에 맡겨져 있으므로, 인권보호 추진이 제3조의 예외

들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Ⅳ. 공공조달 각 단계에 따른 조달계약 조건 

공공조달 과정에서, 공급될 물품과 관련하여 인권보호 요건을 도입할 

기회는 기술적 세부규격의 설정 단계에 가장 크게 열려 있다.127) 정부조

달협정은 기술적 세부규격에 적용될 정확한 기준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는 않지만, 제10조에서 그 사용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규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달협정 제10조 제1항은 기술적 세부규격이 국제 무역에 불

필요한 방해물을 만들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이용되어서

는 안 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제10조는 조달예정 공고 또는 

입찰서류에 규정될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은 가격과 다

른 비용요인들, 품질, 기술적 장점, 환경적 특성 및 인도조건들 및 그 밖

의 것을 포함한다.128) 

여기서 사회적 고려사항들, 특히 인권에 대해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125) Opi Outhwaite, “Human rights and national procurement rul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34 참조. 

126) Opi Outhwaite, 전게논문, p. 34 참조. 
127) 예를 들어 2014년 공공조달지침은 조달과정의 기술적 사양 단계에서 폭넓

은 고려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8) Opi Outhwaite, 전게논문, pp. 35, 36 참조.



점에서 기술적 세부규격에 인권보호 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

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밖의 것’이라는 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 요건이 공공조달의 기술적 

세부기준 평가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129)  

한편 공공조달 절차에서 낙찰기준에 대해서는 제15조 제5호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낙찰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조달기관이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기관은 공급자 중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기관이 

결정한 공급자로서, 오로지 공고 및 입찰서류에 명시된 평가기준에만 

근거하여, 다음을 제출한 자에게 낙찰한다. 

    a) 가장 유리한 입찰 또는 

    b) 가격이 유일한 기준이 경우, 가장 낮은 가격 

다른 공공조달 관련 체제와 마찬가지로, ‘가장 유리한 입찰’과 관련하여 

정부조달협정은 단지 최저 가격보다는 더 폭넓은 기준을 반영하고, 비용

이 아닌 요인들을 낙찰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넓

게 해석해 보면, 위 문언은 아마도 인권보호를 포함한 사회적 고려사항

을 구체화한 계약을 예정한 것이거나 최소한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0)   

마지막으로, 계약실행조건들은 인권보호 사항을 포함하기에 가장 가능

성 있는 단계로 이해된다. 정부조달협정도 공공조달계약의 실행 단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조달 절차 중 이 단계

에서 인권 및 다른 고려사항들을 도입하기에 상당한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권 등 어떤 계약실행조건들도 공급자 간 비차별이라는 

129) Opi Outhwaite, “Human rights and national procurement rul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36 참조.

130) Opi Outhwaite, 전게논문, pp. 36, 37 참조. 



지배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한계로 작용한다.131)  

제3절 소결 

이와 같이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인권보호 정책 또는 인권 목

표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공조달에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했다. 이

에 따르면, 정부조달협정은 예를 들어 유엔지도원칙과 같이 공공조달에

서 인권보호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의 핵심적인 목적이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나라의 경우 

인권보호 수단으로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

하다. 그러나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무역기구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인정하고 있고, 정부조달협정의 문언

에서 제한적으로나마 해석되는 허용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결국 정부조달협정은 국가가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는 자들에게 부당한 차별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31) Opi Outhwaite, “Human rights and national procurement rules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Public 
Procurement & Human Rights (2019), p. 37 참조. 



제 5 장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와 인권보호

제1절 개관

우리나라에서 공공조달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조달사업에 관

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공공조달 일반에 관

한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조달사업법 제3조의2

는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조달절차에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제3조의2(사회적 책임 장려) 조달청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위 조항은 2016년 법률 제13817호 조달사업법 일부개정법률로 신설된 

규정으로, 당시 ‘사회적 책임 있는 공공조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반영

한 조항이다. 비록 위 조항은 인권을 환경이나 소비자 보호 등과 함께 

환경적, 사회적 가치라는 큰 범주 안에 포함시킴으로써, 본 논문에서 강

조해 온 와 같은, 환경적, 사회적 가치와 구분되는 인권보호 문제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궤를 달리 하지만, 우리나라 조달절차에도 인권보호 사항

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가진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공공조달 절차에 관한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제

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국민을 계약당사자로 체결

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2조), 그러한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제7조). 이는 경매, 즉 입찰 및 낙찰에 의한 방

법을 의미한다(시행령 제10조). 그러나 국가계약법은 조달사업법처럼 조



달계약 절차에서 사회적, 환경적 가치 또는 인권 문제를 반영할 수 있도

록 허용하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입법 연혁적으로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달사업법이 2016년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면서 조달절차에서 인권을 포함하여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환경, 인권, 노동, 공

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

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위 

조달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되었다.132) 그러나 위 국가계약법 개정안

은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위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입찰자격” 또는 “입찰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

써 조달사업법에 비해 더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통과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국 현행 국가계약법은 공공조달을 위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를 정

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제10조 제2항).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

하게 입찰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위 조항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리 분명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특히 국

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는지 상당히 모호하다. 제2호 및 제3호의 존재로 말미암아 입찰자가 

132) 의안번호 191339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반드시 낙찰되는 것은 아닌 경

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떤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

기 때문이다. 결국 위 법률 내에서의 해석뿐만 아니라 공공조달과 관련

되는 다른 현행 법령까지 살펴 가격 외에 무엇이 낙찰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로 연결된다. 

가장 먼저 환경적 요소를 들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법제는 ｢녹색제

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133) 위 법에 따

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인증된 상품 등을 녹색제품으로 정의하고(제2조의

2), 공공기관에 대해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6조). 

다음으로 공공조달에 직접적으로 또는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의 배려차원에서 일정한 내용을 고려할 것을 요구

하는 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나, 

｢장애인고용 촉진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인등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각각의 법률의 적용대

상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적으로 구매되어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조달에서 위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낙찰기준으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는 원칙적으로 조달절차에서 인권

을 포함한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고, 일

반경쟁입찰에서 최저가격이라는 가격 요소 외에도 환경과 관련한 사항을 

낙찰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정책 

추진을 제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 중소기업,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사항도 공공조달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33) 김대식,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과 구현 방안”, 지방계

약연구 제5권 제1호, 2014, 11면 참조. 



제2절 제도화된 인권보호조치

앞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나라 공공조달법제는 인권을 포함하여 환경

적, 사회적 가치를 조달절차 또는 낙찰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화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요소도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공공조달에 입찰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공급사슬 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지급 보장을 요구한다든지, 작업장 

안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등 인권보호를 직접

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아직까지 공공조달 관련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공조달과 관련한 행정규칙들 중에서 

인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볼 만한 요소가 있고, 간접적 혹은 사후적으로 

인권보호 요소라고 할 만한 내용이 일부 법령에 있을 뿐이다.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

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

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여야 

하는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서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대해서 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134) 

이에 따르면 사전심사는 경영상태 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영상태 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

134) 김기선 외 6인,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저임금

근로 해소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2013, 59면 참조.



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을 심사하는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

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 분야, 시공평가결과 분야,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 이상으

로 한다. 그런데 위 요령의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분야별 심사항

목 및 배점기준에 따르면, 인권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신인도평가 항목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만이 이에 해당하고, 배점은 -2.0점에서 +2.0점 

사이에 불과하여 비중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는 평가항목의 수 및 배점의 변별력이 부족하여 인권보호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135)  

Ⅱ. 낙찰기준

국가계약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최저가격낙찰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최저가격낙찰의 경우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

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ㆍ하도급관리계획ㆍ외

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공사

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시행령 제42

조 제5항). 

그런데 적격심사항목 중 인권과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은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항목에서 세부항목의 ‘노무비의 적정성’ 항목인데, 실

135) 김기선 외 6인,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저임금

근로 해소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2013, 57-63면 참조.



무적으로는 적격심사에서 대부분 만점을 부여함으로써 적정한 임금보장

을 통한 인권보호의 제도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

다.136) 

Ⅲ. 계약 이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해야 하고(제11조 제3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

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제6호). 이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적은 규정이 될 가능성

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137) 그러나 계약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은 계약이

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따라서 계

약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이 강제조항은 아닐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입장에

서는 최저임금 또는 근로기준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

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사실 자체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최저

임금 또는 근로기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효과를 가

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Ⅳ. 입찰참가자격 제한 

136) 김기선 외 6인, 전게서, 63면 참조. 
137) 김기선 외 6인,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저임금

근로 해소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2013, 64, 65면 참조. 



국가계약법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7조 제1항), 이에 따라 그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시행

령 제76조, 시행규칙 별표 2). 

위 사유들 중에서 인권보호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들 수 있다.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

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

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

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앞서 ‘낙찰기준’의 계약이행능력심사 단계에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

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사후조

치로서 위와 같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그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위 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살펴 보면 국

가계약법에서는 2년 이내에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제27

조), 첫 번째 사유의 경우 제재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사유의 경우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미만인 경우 제재기간을 1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재조치가 경미하다는 점이 지적되

고 있다.138) 

제3절 소결 

공공조달계약이 가진 공법적 성격을 고려하고 공공조달 과정에서 인

권남용의 발생 가능성을 참작할 때 공공조달은 가능한 한 그 전 과정에

서 인권보호를 최대한 이행하는 방식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추상적으로 공공조달을 통하여 인권보호 정책을 도모하도록 선언규정을 

두거나 책무로 부여하는 것은 공허한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러

한 면에서 현행 조달사업법 제3조의2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는 전통적인 

공공조달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가격기준이 아닌 다른 요건들을 과도하

게 반영하는 것은 자칫 공공조달 주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재량을 부여하

여 결국 부패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공공조달법제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조달의 입찰자격, 입찰기준과 계약이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인권보호조치가 적절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담보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유럽연합의 사례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제도

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제도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

138) 황선자/이철, 정부의 공공계약정책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방안연구 , 한국노

총 중앙연구원, 2009, 121면 참조. 



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조달에서의 인권보호 추진 조치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모니터링 제도가 전

무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제 6 장 요약 및 결어 

제1절 요약

공공조달은 행정주체가 국방, 교육, 전기ㆍ수도 등 시설,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보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서

비스 등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조달이 각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

하는 규모가 작지 않다. 이로 인해 공공조달과 관련해서는 가격 효율성, 

입찰자 간 비차별, 경쟁성 등의 전통적인 목표 외에 부가적으로 산업발

전 추진, 환경보호, 장애인 배려 등 환경적, 사회적 목표를 추진할 수 있

는지에 대해 찬반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여겨 온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일찍부터 형성되어 왔다. 유럽연합 설립 초기에는 가장 중요시한 

원칙이 시장의 경제적 통합, 즉 내부시장에서 물품, 사람, 서비스 및 자

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원칙이었고, 공공조달에서

도 경제적 통합을 중시했기 때문에 공공조달에서 환경적, 사회적 고려사

항들을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다가 집행위원회가 2001년 녹서를 발간하면서 유럽연합 내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녹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입장을 밝

히고, 사회적, 환경적 라벨을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공공조달을 이용할 것을 

제시했다. 유럽재판소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례에서 공공조달에서 사

회적 고려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후 2004년의 공공조달지침 서문에서 공공계약에서 계약

당국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방법

을 나타내는 것을 도모한다고 밝힘으로써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환경적 

고려사항을 반영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2014년 개정 공공조달지침에서

도 해설서를 통해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낙찰기준을 정하



는 것이 가능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에서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조약 및 관습 국제법에 따르더라도 국가는 인

권을 보호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국가가 인권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에까지 확장된다.  

위와 같은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를 출발점으로 하여 유엔지도원칙 및 

OECD의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규범들은 명시적으로 

공공조달 구매자 및 공급자의 인권보호 책임을 언급했고, 이러한 국제규

범에 대응하여 공공조달에서의 인권보호 문제가 계속 관심을 끌게 되었

다. 유엔의 2030 의제 및 지속가능 발전목표에서도 인권보호 문제가 핵

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유엔지도원칙은 공공조달을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의 핵

심적인 수단 중의 하나로 규정한다. 2030 의제와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정부가 거대 소비자로서 가지는 구매력을 이용하여 기업이 지속가능한 

물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반영하여 목표들을 설정

한다. 

한편 공공조달은 전통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최저가격에 

따라 공급자를 결정하게 되고, 그러한 낙찰기준은 필연적으로 공공조달 

물품 또는 서비스 등의 공급사슬에서 강제 노동, 초과근로, 아동 노동, 

안전하지 못한 근로환경 제공 등 심각한 인권남용 문제와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각 국에서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인권남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중요한 사례로는 스웨덴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협동 모델에 의한 공공조달과 네덜란드 전자제품 

분야에서 활동하는 NGO인 Electronics Watch 활동 사례를 들 수 있다. 

유럽연합 외에 주목할 만한 사례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헌법과 공공조달

법 시스템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는 특히 헌법에서 공공조달을 

평등권 추구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할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법 및 

규칙에 의해 우선 조달이라는 특유한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 인권실현의 



수단으로 공공조달을 어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마

지막으로 아일랜드의 경우는 공공조달 공급사슬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공공조달 구매자인 주 계약자가 그러한 행위를 직접 하지 않

았더라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

다.  

다만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에 부속된 정부조달협정은 관세 및 비관

세 차원의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

기 때문에 공공조달에서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협정은 공

공조달에서 인권보호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양허표와 관련한 협정 적용범위 또는 협정 적용 예외조항의 해석 등을 

통해 정부조달협정의 적용 하에서도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따라서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더라도 세계무역기구 

및 정부조달협정이 추구하는 비차별, 경쟁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 인권

보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우리나라에 비추어 보면 우리 공

공조달법제에서도 인권보호를 도모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

한다. 다만, 그러한 규정들이 실제로 공공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한 실질적 인권보호 역할은 그리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제2절 결어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공공조달에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

를 추구하고, 나아가 인권보호 사항을 적극 수용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없지 않다. 2016년 개정된 조달사

업법은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



적, 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조달에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 및 인권보호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

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고용창출, 공동체 이익 실현, 환경적 지속가

능성 등 노동, 복지, 인권, 환경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생겨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

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조달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다만, 위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139) 2016

년 8월경 제20대 국회에서 이와 상당히 유사한 법안이 새로 발의되었으

나 아직까지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140)  

한편, 앞에서 본 조달사업법의 선언적 규정 외에도 현행 공공조달 법

제도에는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조달

절차 각 단계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

으로 평가된다. 또한 적정 근로시간 준수, 초과근로 금지, 최저임금 문제

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고 위와 같은 사항은 아직

까지 우리 공공조달제도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에서의 이론적 논의와 실

제 운영된 사례 등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인권보호를 보장

할 수 있는 공공조달제도 모색에 시사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39) 의안번호 1908665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140) 의안번호 200159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신계륜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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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uman rights in the 

Public procurement

- focus on the International norms and 

European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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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rocurement refers to the purchase of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ve entity to provide public services such as defense, 

education, electricity and water facilities, roads and ports, social facilities, 

and health services. In the Public procurement price efficiency has 

traditionally been important on the part of buyers, whereby 

non-discrimination and competition has been important on the part of 

suppliers. However, the impact of public procurement is very large in each 

country's economy, and as a result, there has been debate about whether 



public procurement can carry out social policies such as industrial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isability care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goals. The European Union has made it possible to reflect social 

considerations in public procurement through notable cases of the European 

Courts and has since made it clear that the public procurement directives 

can also take into account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considerations of 

public procurement.

Most countries have a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Besides, countries have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respect and fulfil 

human rights, eve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treaties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at many countries have joined. Taking this duty as point 

of departure, the UN Guiding Principles and the UN's 2030 Agenda suggest 

public procurement as the most effective and essential means for the 

fulfillment of human rights obligations.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in the European Union to prevent 

human rights abuses in the public procurement sector, among which 

important examples are the public co-procurement in the Swedish healthcare 

sector and the protection of workers' human rights in the Dutch electronics 

sector. One example is the Electronics Watch activity, an NGO that works 

for. South Africa's public procurement law, though not the case of the 

European Union, is a good example of using public procurement as an 

important tool for correcting historical racial discrimination. In Ireland, the 

public procurement guidelines and its transitional legislation suggest the 

possibility of national liability as a remedy for abuse of human rights in the 

public procurement process.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attached to the WTO 

establishment agreement, aims to promote free trade through the elimination 

of trade barriers. Therefore, when promoting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ies 

in public procurement,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the elements related to 



human rights protection act as trade barriers as they can be discrimination 

against bidders and thus go against th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However,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human rights protection policy is still 

open even under the application of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greements or consensus 

exceptions related to the schedule and concessions.

In the light of our findings centered on the EU, there are regulations that 

can be evaluated to promote human rights protection in our public 

procurement law. However,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at such provisions 

actually contribute to public procurement and the actual role of human rights 

protection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to more effectively guarantee human rights protection in our public 

procurement law.

Keywords : public procurement, human rights protection,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U directive,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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