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책임 일환으로 전 세계 지속가능공공구매 추진현황 및 시사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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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정부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공공구매
공공조달은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서비스, 공사를 수급하는 활동으로 국
가 GDP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점차 그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조달은 경기침제 국면에서는 국가 경제를 부양하는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기능
하며, 동시에 고용창출, 환경보호,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약자 배려, 신기술 육성
등 공공성에 부합하며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공조달의 중요성은 국제 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작년 9월 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도달해야 할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조달은 이 중 12번째 목표 ‘지속가능소비생산’ 달성을 위한 세
부 목표로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각 국의 정책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지
속가능공공구매 관행을 활성화”하도록 되어 있다.
지속가능공공조달 관행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로 공정한 근로조건 및 임금
의 제공 등 당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이행되었으며, 공공조달에 환경적
고려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이다. 한국에서의 지속가능공공
구매 시초는 1981년에 도입된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로, 한국 전쟁 이후
국가유공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위 사례를 통해, 공공조
달은 당시 그 사회에 마주한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정신 및 정책적 방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옴을 알 수 있다.

2. UN 차원의 지속가능공공구매 협력현황
정부는 조달정책을 통해 행사하는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이용하여 특정
방향으로 시장변환(market transformation)을 유도할 수 있다.2) 또한, 정부는 지속
1) 본 원고는 UNE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ICLEI가 공동주관 하는 10YFP 지속가능공공구매 프로그램의 활동 일
환으로 발간될 예정인 ‘지속가능공공구매 글로벌 리뷰’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UNEP에 따르면 공공조달은 각 국 GDP의 12~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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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조달 모범관행을 선보여 기업 및 민간기관 등 비정부기관의 조달을 지속가능발
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lead by example) 있다.
지속가능소비생산의 선순환 구축에 있어 정부조달의 중요성 및 파급력을 고려
하여, UN은 2012년 6월 공공조달을 ‘UN 지속가능소비생산 10개년 계획(10 Year
Framework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의 5개 우
선협력 분야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 후 2014년 4월 유엔환경계획(UNEP), 자치단
체환경협의회(ICLEI)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0YFP 지속가능공공구매 프로그램
주관기관으로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하고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3)
10YFP 지속가능공공구매 프로그램은 지속가능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지식확
산 및 이행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각 국의 환경부, 조달청, 국제기구 및 기타 전문
기관 등 전 세계 100여개가 넘는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프로그램 사무국은 전 세계 지속가능공공구매 추진현
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지속가능공공구매 글로벌 리뷰 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
를 발표하고 있다.
지속가능공공구매 글로벌 리뷰 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국가별 지속가능공공구매
추진현황 비교를 통해 국가 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둘째, 한 국가의 지속가능공공
구매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셋
째, 지속가능공공구매 관련 이해관계자 설문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제공하는 것이
다. 본 원고에서는 2016년 초에 발간될 제2차 지속가능공공구매 글로벌 리뷰 보고
서 내용을 기반으로, 국가별 지속가능공공구매 운영 현황 및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의 전망 및 국내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국가별 지속가능공공구매 추진현황

‘지속가능공공구매 글로벌리뷰’ 보고서 팀은 총 41개국 내 지속가능공공구매 주
무부처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국가별 지속가능공공구매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
집하였다. 국가 별 주무부처는 10YFP 국가전담자(national focal point) 및 10YFP
지속가능공공구매 프로그램 파트너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선정되었으며, 총 56
개국 대상 표준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41개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취합하였
다.4) 국가별 추진현황은 크게 지속가능공공구매 관련 정책체계, 정책이행 및 정책이
행에 따른 결과 모니터링 및 평가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공공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환경부 산하 전담기관으로, 구매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공공녹색구매 실적집계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녹색구매 이행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
거 구비 및 조달청과의 협력을 통한 온라인 실적집계 시스템 구축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10YFP 지속가능
공공구매 프로그램 주관기관으로 위촉되었다.
4) 조사에 참여한 국가 비율은 유럽 44% (19개국), 중남미 & 캐리비안 27% (11개국), 아시아 22% (9개국), 북
미 5% (2개국), 아프리카 2% (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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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공공구매 관련 정책체계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은 각 국의 조달정책 및 지속가능공공구매를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포괄
적인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마찬가지로 특정
환경 및 사회·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조달이 없이 공공녹색구매만 추진하고 있으
나, 반대로 공공녹색구매 없이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조달만 운영하는 국가는 없어,
지속가능공공구매 중에서도 특히 환경적 측면이 우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공공구매 제도 도입 및 이행 관련 환경부 혹인 재정부가 주도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공공구매 목표는 대부분 조달실적 관련 계량목표를 설정하
고 있으며, 지속가능공공구매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의무적, 자발적 혹은 이 둘이
복합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가. 추진 근거

지속가능공공구매는 부처별 정책 혹은 조달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설
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가능공공구매는 특정 정책 및 전략을 달성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다(93%). 대다수의 국가는 추진근거로 조달관련 법률·
규칙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거나(78%), 지속가능공공구매를 위한 단독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6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럽국가와 캐나다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이행수단으로, 중남미 지역
에서는 지속가능소비생산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중남미, 한국 및 레바논에서는 사
회·경제적 정책 이행의 수단으로 지속가능공공구매를 포함한다.5) 최근 순환경제
(circular economy) 정책, 혁신(innovation) 정책, 기술 정책 내 공공조달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특정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
로 활용되는 추세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설문에 응답한 41개 국가 중 환경관련 최초의 조달정책은 1993년에 도입된 미
국의 “연방 구매, 재활용 및 폐기물 방지에 관한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2873:
Federal Acquisition, Recycling and Waste Prevention)”이다. 설문에 따르면 대부분
의 유럽 및 아시아 국가는 2001년∼2009년 사이에 처음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지침을 따
라 2006년 이후 국가 공공녹색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이후 이를 수정 및
갱신하였다.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 설계를 주도하는 정부기관은 주로 환경부, 총리실, 대
통령실, 재경부, 조달청 등이다. 어느 정부 부처가 주도하느냐는 각 국의 지속가능
5) 예를 들어 한국의 공공녹색구매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5)⌟에 의거하여 친환경제품
시장 창출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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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정책을 어떤 법적 혹은 정책적 형태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다. 유럽국가에서는 모든 정부 부처가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설계 주관 및 참여 정부기관

나. 목표, 범위 및 이행(enforcement)
설문에 응답한 국가의 61%는 지속가능공공구매 관련 정책 내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목표는 전체 조달 중 지속가능공공
구매가 차지하는 수치상의 비율로, 지속가능공공구매 금액, 입찰/계약 건수, 지속가
능공공구매 기준이 포함된 제품구매 비율, 우선구매기업 조달액 등을 포함한다.
그 외, 핀란드와 미국에서는 에너지, 물, 폐기물 효율성 관련 환경영향 저감 목
표를 수립하였으며. 태국은 최근 온실가스감축률을 공공녹색구매 목표 중 하나로
포함하였다. 또한, 일본과 스웨덴은 환경경영시스템 내 지속가능공공구매를 포함시
키거나 지속가능공공구매 계획 수립에 관한 목표가 있으며, 네덜란드는 조달의 전
문성제고를 목표로 수립하고 있다.
<표 2> 지속가능공공구매 관련 목표 유형(다중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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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의 대상범위로 응답국가의 60%가 중앙 및 지방정부 모
두를 포함한다고 응답했다.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가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 범위에 포함된다.
<표 3.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 대상범위>

지속가능공공구매는 강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혹은 이 두 가지가 복합된 형태
로 이행될 수 있다. 강제성과 자발성이 복합되어 있는 가장 흔한 예는 중앙정부는
강제하고 지방정부는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핀란드, 일본, 슬로바키아
가 이에 해당된다. 일부 경우에서는 특정 제품군 혹은 특정 환경 혹은 사회경제적
이슈에 한해 지속가능공공구매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아시아, 북미 및
유럽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중남미 및 크로아티아, 스페인, 스위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지속가능공공구매가 자발적으로 이행된다.

라. 지속가능성 이슈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환경 및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구매 정책을 가지고 있다. 몇몇 아시아, 유럽 국가들은
환경이슈에 집중하는 반면, 북미 및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S환경과 사회․경제적
이슈를 모두 다루고 있다.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을 통해 가장 많이 다뤄지는 환경 이슈는 ‘자원 효율성,’
‘유해 물질,’ ‘에너지 저감,’ ‘기후변화 저감,’ 이며 그 뒤로 ‘폐기물 최소화,’ ‘대기 오
염’ 등이 있다. 사회․경제적 이슈로는 ‘다양성과 평등’, ‘중소기업 지원,’ ‘지역 환경
개선,‘ ‘작업 안전 및 보건,’ ‘근로자권리 보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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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속가능공공구매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이슈(다중응답)>

2. 지속가능공공구매 이행
지속가능공공구매 이행촉진을 위해 정보, 지침, 교육 등 역량강화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지속가능공구매 이행을 위한 시스템화 구축 등이 있었다. 대부분
의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자주 사용되거나, 중앙집중 조달을 거치거나, 조달 금액이
큰 우선 품목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개도국을 중심으
로 일부 국가에서는 지속가능공공구매 이행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했다.

가.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 이행 선도 부처
국가마다 지속가능공공구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중점 목표가 다르듯이, 해
당정책 이행에 앞장서는 정부 부처 또한 나라마다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전문성 및 역량에 따라 지속가능공공구매 내 포함되어 있는 개별 세부 정책
을 선도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 수립 선도부처가 정책이행도 함께 주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 수립 선도부처가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일 경우
정책 이행에 관한 사안은 이행을 조율할 수 있는 관계부처 위원회에게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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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지속가능공공구매 이행 선도부처>

나. 지속가능공공구매 이행 촉진 활동
국가 정부는 지속가능공공구매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 활동
을 추진한다.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실무자들이 지속가능공공구매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자원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역량강화를 돕는 것이다. 지속가능공공구매 지침 및 기준이 제공될 경우 절반의 경
우 특정 제품군 혹은 특정 지속가능성이슈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응답국가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며, 두 번째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기존 구매체계, 절차 및 과정 내 지속가능성을 통합시키고, 네트워킹을 통해 구매
담당자간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이다.
그 이외 수단으로는 지속가능공공구매 이행성과를 기관 평가에 포함(한국), 지
속가능공공구매 파트너십 설립(덴마크), 지속가능공공구매 그린딜(네덜란드), 공급업
체 지원 프로그램(노르웨이), 스마트조달 프로그램(핀란드) 등이 있다.
<표 6. 지속가능공공구매 이행촉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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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는 지속가능공공구매 이행 촉진을 위한 국제기구의 지원을 강조
했다. 몽골의 경우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프로젝트를 통한 지
속가능공공구매 및 녹색건축 분야 이행을 위한 UNEP의 역할을, 멕시코는 지속가능
소비생산 프로젝트를 통한 독일정부의 역할을 촉진 수단으로 밝혔다.

다. 지속가능공공구매 이행 우선순위
조사에 참여한 국가의 3분의 2는 지속가능성을 포함시켜야 할 우선 대상품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선택된 품목은 중앙에서 조달되거나, 일상적으로 사
용되는 사무실 IT기기, 사무용지, 사무용품, 차량, 청소용품 및 서비스, 가구 등과
같은 품목들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된 품목은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설자
재, 건축 및 에너지였다. 그 이외, 응답된 품목으로는 행사개최, 정원관리, 인쇄 및
디자인, 통신 등이 있었다.
<표 7. 지속가능공공구매 우선대상 품목(다중응답)>

우선이행 품목에 적용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주요한 기준은
예산 및 지속가능성 영향과 관련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 및 수단의 유무로 나
타났고, 그 다음은 시장의 준비정도, 친환경인증제도 및 기준의 유무 등이었다. 이
외 응답된 기준으로는 해당 품목의 사용빈도, 작업장에서의 행동의 변화 등이 있었
다.
비록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공공구매를 이행
하지만, 향후에는 모든 조달과정에 지속가능성을 포함시키게 되고, 기후변화, 혁신,
순환경제 등 특정 목표가 우선 순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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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지속가능공공구매 우선품목(다중응답)>

3. 지속가능공공구매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 및 목표를 설정한 국가에서 구매실적 및 편익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실시한 국가 중 41%
는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특이점을 보인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부분
의 국가에서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한 입찰, 계약 건수 등 조달과정도 함께 모
니터링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 측정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가. 모니터링 국가현황 및 분야
지속가능공공구매를 실시하는 국가 중에서 66%가 그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북미(캐나다, 미국)는 100%, 유럽은 83%(18개 국가 중 15
개 국가), 아시아는 67%(9개 국가 중 6개 국가), 중남미는 34%(11개 국가 중 4개
국가)로 나눠볼 수 있다.
지속가능공공구매를 모니터링하는 국가 중에서 85%는 관련 정책을 도입했으며,
나머지 국가는 관련 정책은 없지만 조달규칙이나 다른 정책에 명시된 지속가능공공
구매 목표에 기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공공구매를 모니터링 하는
국가 중 74%가 지속가능공공구매 관련 목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니터링 주기는 대부분 연 단위이며, 그 외 2년 단위, 2∼4년 단위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국가의 59%는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며, 나머지 국가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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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속가능공공구매 모니터링 주기>

나.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지속가능공공구매 모니터링 대상은 각 국의 정책, 우선순위, 모니터링 목적에
따라 상이하며, 그 대상은 크게 ‘제도화’, ‘조달실적’ 및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속가능공공구매를 모니터링 한다고 응답한 국가(총 27개국)의 대부분이 조달
실적을 모니터링 하며(96%), 이 중 3분의 1이 제도화 및 편익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에 의해 지속가능공공구매 편익을 아직 측정하지 않는 지역은
중남미 지역이다.
<표 10. 지속가능공공구매 모니터링 대상>

지속가능공공구매 제도화 및 실적을 측정할 때, 응답국가의 3분의 2는 표준화된
설문지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이용되는 방법으로
는 내부 회계 프로그램, 온라인 제품 카달로그 및 지속가능공공구매 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편익측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는데, 한국과 일본은 중앙정부가 녹색제
품 구매실적에 기반하여 영향을 산출하고, 미국은 평가표 작성을 통해 에너지, 물,
연료소비 성과지표에 기반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산정한다. 덴마크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지속가능공공구매의 긍정적 영향을 홍보하기 위해 특정 사례조사 방식
으로 편익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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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속가능공공구매 모니터링 방법>

다. 성과측정 지표

지속가능공공구매 모니터링 및 평가는 정책결정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장애물을 파악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효과를 높일 수 있
도록 하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공공구매 관련 정치적 선언 및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에게
결과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속가능공공구매 제도화를 측정할 때 이용되는 지표로는 개인성과평가 시 지
속가능공공구매를 포함시킨 직원 비율, 지속가능공공구매 교육을 받은 구매 담당자
비율,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수, 지속가능공공구매 기준을
보유한 품목 수 등이 있다.
지속가능공공구매 실적 측정 또한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속
가능성 기준을 적용한 조달금액, 지속가능제품 구매금액, 우선구매 대상 기업으로부
터 구매한 금액 등과 관련해서 조달 건수 및 전체 금액을 측정하는데, 이는 절대적
수치가 될 수도 있으며 전체 조달금액 중 지속가능공공구매 비율이 될 수도 있다.
지속가능공공구매 편익을 측정할 경우, 각 국의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에서 다
루고자 하는 우선사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언급된 지표는 온실가스
감축량(4개 국가), 직업 창출(2개 국가), 비용절감(2개 국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소외그룹 근로시간 수’, ‘혜택 받은 인원 수’, ‘물 및 에너지 절감’ 등이 있다.
Ⅲ. 결 론

정부조달은 모든 국가에서 정부 및 국가기관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으로, 다른 정책과 달리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없이, 정부가 직접 시장에 영향
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2001
년 이후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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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공공구매는 사회 내 소외그룹의 보호 및 공정한 근로조건의 보장 등 사회적 정
의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출발하여, 최근에 들어서는 혁
신, 순환경제 등 정부의 전략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공공구매 관행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에 확산되고, 그 범위도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점차 많은 국가에서 지속
가능공공구매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판단을 위해 모니터링이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되며, 이에 따라 각 국의 모니터링 자료는 향후 지속가능 제품, 서비스 관련 전
세계 공공 시장규모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의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 세계 41개 국가 중 하나로, 지속가능공공구매 정
책체계, 이행 및 모니터링 모든 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정책 측면
에서 다방면의 환경(친환경제품, 친환경농산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및 사회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중소기업 보호 등)적 목적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가 주도하는 다양한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권장정책
의 일환을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녹색구매의 경우 조달청과 연계하여 ‘녹색구매정보시스
템’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매년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환경부는 녹
색구매 실적에 기반하여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적 편익과, 직업창출 등 사회적 편익
을 산출하여 대국민 공표하여 공공녹색구매를 통해 발생된 긍정적인 영향을 투명하
게 소통하고 있다.
반면, 현재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 간 조율체계가
부재하여, 개별 정책이 근거로 하는 각 부처 소관의 법 충돌 및 구매기관에서 다양
한 정부우선구매를 개별적으로 이행하고 집계하여, 다른 부처에 보고하는 등 행정
부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별 지속가능공공구매 주관 부
처가 달라 정책 간 통합적 추진이 어렵고 경쟁관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혹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내 국가 지
속가능공공구매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년 9월 UN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지속가능
공공구매가 세부목표로 포함됨에 따라 우리나라 지속가능공공구매 실적을 제출하기
위해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녹색구매의 경우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005
년)’에 근거하여 그간 추진목적이 주로 친환경제품 시장 확대에 있었다. 그 결과,
2005년 법 도입이후 정부 및 공공기관을 통한 녹색제품구매 실적은 급속도로 확대
되어 최근 어느 정도 시장을 형성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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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한국의 연도별 공공녹색구매 실적>

그간 공공녹색구매가 건설자재를 포한한 녹색제품 시장을 성공적으로 견인한
바, 향후 녹색구매의 활성화를 위해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정책
의 목적이 단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넘어서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서비스를 통
한 효용을 구매하여 자원낭비를 방지하고(제품-서비스화, 공유경제 등) 친환경 서비
스 시장을 활성화며,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순환경제의 구축 등 다양한 환경목표를
달성 하는 수단으로 역할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공공녹색구매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 및 미국 등 선진사례 연구 및 현재 한국의 주요 환경현안(유해물질
저감, 자원 효율성 증대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제언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공녹색구매의 경우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조달청 협력을 통한 녹
색구매 및 실적 시스템 완비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수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
다. 앞으로 공공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자체장의 녹색구매 의지 및 리더십 고취, 구매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사례 공유, 및 구매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2.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한국은 앞서 언급한대로 공공녹색구매 추진을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온라인 구매·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4년부터 10YFP 지속
가능공공구매 프로그램 공동주관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공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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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각 국의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추세가 증대함에
따라, 각 국은 조달정책 공조를 통해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환경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전 세계 지속가능 제품·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재 10YFP 지속가능공공구매 프로그램은 공
공조달을 환경목표 달성 및 시장창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하여 지식을 확산하고, 동시에 아직 지속가능공공구매를 이행하지
않는 개도국이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속가능공공구매 정책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분야이며, 반
대로 우리의 경험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수출주도
형 성장모델을 가진 한국은 더 많은 국가가 지속가능공공구매를 이행하도록 지원하
여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10YFP 지속가능공공 프로그램을 주도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기여하
는 선도국가로 국가 위상을 강화하며,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제품 서비스
시장 창출을 주도하는 상생(win-win)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10YFP 지속가능공공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이 지속가능공공구매
개념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도입 및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활동을 더욱 활
발하게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조달 법 및 관행이 국가마다 다양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등 선진국의 제
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적합한 제도가 도입 및 이
행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이 연구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

- 14 -

<참고문헌>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공기관 녹색구매제도 성과연구”, 2015.01
2. Ecoinstitut. “Monitoring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Implementation.
Recommendations and Case Studies. 10YFP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programme: Digital.” 2016
3.

UNEP,

KEITI,

ICLEI,

“2016

Global

Review

of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2017(예정)
4.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1993. Executive Order
12873: Federal Acquisition, Recycling, and Waste Prevention. Available at:
https://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xecutive-orders/pdf/12873.pdf

-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