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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스페인 공공조달시장 개관
`

제1장 스페인 공공조달시장 개관
제1절 국가개요

1. 국가개황
Reino de España: Kingdom of Spain)

국명

스페인 왕국(el

위치

서부유럽 이베리아 반도(지중해 발레아레스 제도, 아프리카 서북쪽 까나리아 제도,
북아프리카의 쎄우따, 멜리야 지역 포함)

면적

50만 5,963㎢(한반도의 2.3배,

기후

지중해안: 지중해성 기후, 내륙: 대륙성 기후
여름: 내륙은 고온건조, 북부해안지방 높은 강우량, 겨울: 낮은 일조량, 우기

수도

마드리드(Madrid)

인구

4,745만

주요 도시
민족
언어
종교

라틴 족
공식어: 스페인어(castellano), 4개 자치주(까딸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발렌시아) 언어 공용
국민의 60%가 로마 가톨릭 신자
입헌군주제
펠리페 6세(Felipe

VI), 2014년 6월 19일

집권당

사회노동당(PESOE)

총리

페드로 산체스(Pedro

GDP(명목)

실질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양원제(상원

265석,

1조 2,787억

딜러

달러(2020

27.132

-1.6%(‘20년 1~8월

외환보유고

하원

350석)

1.9%(‘19년, IMF)

15.5%(2020, INE)

외 채

Sanchez)

(2020, IMF, INE)

실업률

환율

즉위

사회노동당(PESOE)과 국민당(PP)이 정국 주도
시민당(C’s), 뽀데모스(Podemos), 복스(Vox)등 신생정당 지지도 상승세

물가상승률
화폐단위

자치주로 구성

안달루시아(841만 명), 카탈루냐(768만 명), 마드리드(666만 명), 발렌시아(500만 명),
바스크(221만 명) 순 (‘19년 스페인 통계청)

국가원수

정당

17개

명(‘20.1월, 스페인 통계청)

정부형태

입법부

남한 면적의 5배),

, IMF, INE)

전년 대비, 스페인 통계청)

유로(Euro)
1유로 = 1,358.69
2조 1,471억
675억

원(2021년

07월,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종가)

유로(‘20년 1분기, 스페인 중앙은행)

유로(‘20년 7월, 스페인 중앙은행)

산업구조

서비스업

교역규모

6,126억

67.5%,

제조업

달러(수출:

14.9%,

2,987억

건설업

달러, 수입:

5.7%,

3,139억

자료: KOTRA 스페인 마드리드 출장자료(검색일: 2021.07.09.)

3

농수산업
달러),

3.2%,

(2020)

기타

8.7%(2020, INE)

스페인 공공조달 입찰가이드북
2. 한국과의 관계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년

, 2020

대상국이며

월 누적 기준, 스페인은 한국의

1~7

위 수출

33

위 수입대상국임. 우리나라의 대(對)스페인 연간 교역 규모는

32

만 달러로, 수출(27억 6,985만 달러)이 수입(26억

2,120

억

54

만 달러)보다 많은 무역

5,135

흑자 구조로 되어있음
- 2020년

대(對) 스페인 수출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지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8.6%, 28.6%
-

- 2020년

2019년과 2020년 1~7월

각각 전년 대비

감소함

대(對) 스페인 수입 역시
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020년 1~7월에는 2019년 1~7월

기준, 한-서 수출액은

소하였으며, 수입액 역시
그러나 무역수지는

1,871

대비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38%로

대폭 감소함

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2019년 2,651백만

2019년 119백만

달러에서

달러에서

1,000백만

1,526백만

2020년 345백만

달러 감

달러로 감소함.

달러로 개선됨

<표 1-1> 한국의 대(對) 스페인 일반교역현황(2020년 7월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
규모

2016

2017

2018

2019

2020.07

금액

2329

2791

3027

2769

1218

증감률

7.3

19.8

8.5

-8.5

28.6

금액

2005

1953

2504

2651

1054

증감률

-14.2

-2.6

28.2

5.8

38.0

금액

4334

4744

5531

5420

2272

증감률

-4.2

9.5

16.6

2

33.3

%)

무역수지
금액
324
838
523
118
164
* 2021년 07월 15일에 확인한 결과, 2020년 7월 이후 자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공식발표하지 않음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21.06.16.)

◦

년

2020

월 기준, 한국의 대(對)스페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산업용

7

원자재, 철강제품, 및 석유화학으로 대기업형 제품이 주를 이룸
- 10대

수출 품목에는 자동차 관련 품목이 여럿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철강,

화학 등의 중간재가 있음.

2018년을

기점으로 전기자동차 수출이 대폭 증가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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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7월 기준, 대(對)스페인 주요 수입 품목은 식품, 의약품, 광물, 자동차

2020

부품 등 품목이 다양하며 상위
-

코로나

19로

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10

인한 경기침제로 대(對)스페인 가축육류, 의약품, 금속광물 수입

이 감소함
-

반면, 자동차 부품 및 나프타, 가방, 음료 등 일부 소비재 및 중간재 제품은
2020년에도

수입이 증가함

<표 1-2> 한국의 대(對) 스페인 10대 수출품목(2020년 7월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MTI코드

품목

2020년 7월

1

7411
2140

3

7414

4

7420

5

2130

6

6212

7

6133

8

6134

9

2290

10

2289

승용차
합성수지
전기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합성 원료
알루미늄조가공품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기타 정밀화학제품
기타 정밀화학원료

250,110

2

119,830
80,753
62,563
53,494
36,087
35,650
35,259
32,063
29,932

총계
1,217,811
* 2021년 07월 15일에 확인한 결과, 2020년 7월 이후 자료는 KOTRA에서 공식발표하지 않음
자료: KOTRA 2021 스페인 진출전략 재인용(검색일: 2021.06.17.)

<표 1-3> 한국의 대(對) 스페인 10대 수입품목(2020년 7월 기준)
단위: 천 달러)
2020년 7월
(

순위

MTI코드

1

0221

2

2262

3

1190

4

7420

5

5113

6

0131

7

1334

8

0159

9

2140

10

8493

품목
가축육류
의약품
기타 금속광물
자동차 부품
가방
식물성 유지
나프타
음료
합성수지
탄소부품

117,031
88,948
71,392
56,052
50,097
44,710
43,958
32,879
31,932
24,105

총계
1,054,172
* 2021년 07월 15일에 확인한 결과, 2020년 7월 이후 자료는 KOTRA에서 공식발표하지 않음
자료 : KOTRA 2021 스페인 진출전략 재인용(검색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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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방위산업 매출액은 약
까지 관련 예산을
-

18,000

억 유로로 매우 큰 규모의 시장이며,

54

년

2024

백만 유로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한국의 대(對) 스페인 방산 교역 중 수출은 전반적으로 부품 위주이며, 수입은
무기체계 및 장비 위주로 이루어져 차이를 보임. 주요 수출 품목은 탄약 및
총포류 부품인 반면, 수입품목은 공중급유기,

◦
-

CN- 235M

수송기 부품정비 등임

년 4월 1일,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이 발효

2021

협정의 시행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국에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협정으로 사회보험 이중적용이 일정 기간(5년,
연장가능) 면제됨

-

따라서, 스페인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증명서를 스페인 측에 제출하면 스페인의 공적 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
되어,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짐

-

상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견신분 임시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함. 따라서 파견 근로자는 스페인에 상해 보험료만을 납부하며 그 밖
의 보험료는 한국에서 납부 가능함

- ‘근로자

임시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를 받는 스페인 기업(현지법인 포함)과 직접

적인 계약관계를 갖는 일반 근로자 혹은 임원은 스페인 법률에 따라 모든 사회
보장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

그러나 협정의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현재 ‘근로자 임시 체류허가 및 노동
허가’를 소지한 파견 근로자의 경우, 허가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면제로 얻는 양국
간 재정이익을 분석하면, 우리나라(기업 및 국민)는 연간 4억

3,200만

원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됨

◦ 스페인과 북한의 관계
-

북한은

2001년

스페인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2003년

대사관 개설을

스페인 정부에 요청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당시 현지 언론은 핵개발 등으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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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북한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대사관 개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음
-

이후 스페인 외교부가

2013년 11월 4일

북한의 대사관 개설 요청을 허용키로

했고,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아라바카(Aravaca) 지역에 북한 대사관이 설립
됨. 두 명의 외교관과 한 명의 대사로 이루어진 3인 공관이었음
-

스페인 정부는 북한이

2017년 7월

대륙 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을 두 차례

발사했을 때 북한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8월에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
어가자 외교관 1명을 줄일 것을 통보함. 이후 9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자, 스페인 정부는

10월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전원 추방 명령을 내림

◦ 제 차 한 스페인 건설 비즈니스 포럼 개최
2

- 2014년

-

제1차에 이어

201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한-스페인 건설협력 포럼이 개최됨. 동 포럼에서 양측은 한국과 스페인 건설사가
중남미나 중동 등과 같은 개발도상지역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이른바 ‘삼각협력’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진전을 도모함
-

한국 측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창이엔지, 대림산업이 참석함.
스페인 측에서는 세계 1위 건설사인
이솔룩스-코르산(Isolux-Corsan),

ACS,

악시오나(Acciona), 페로비알(Ferrovial),

OHL, OSSA, SACYR,

산호세(San

Jose)

등 총

13개

기업이 참여함

◦ 한 스페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회원국 지위 공동 획득
-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은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은행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
표로 하는 단체임. 아시아와 태평양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창출할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여러 유럽국가(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러시아)에서도
참여를 선언함.

2014년 4월 12일,

한국과 스페인, 오스트리아가 함께

회원국의 지위를 공동 획득하게 됨. 그 외에도 가입을 신청한
41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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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

창립

개국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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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9월

2014

일 제69회 유엔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엔 뉴욕

23

본부에서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와 정상회담을 통해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협력, 신재생에너지, 관광, 항공, 문화 분야 등에서의 호혜적 실질 협력 증진,
양국 국민 간 교류협력 강화,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
,

,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함

◦ 한 스페인
·

-

,

과학기술 협력 강화

미래창조과학부는

MOU

2015년 10월 20일,

체결

스페인 경제경쟁력부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현재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개발 및 혁신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과 높은 관심을 보임.
그 동안 양국의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개별적 협력 위주로 진행됨

-

향후 정기적인 한·스페인 과학기술공동위를 통해 공동연구, 인력교류 및 기술
사업화 등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제

차 한-스페인 포럼 개최

10

- 2015년 10월 27~28일

이틀간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에서 공공외교 전문 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스페인 말라가대학-카사아시아(스페인-아시아 교류재단) 공동
으로 제10차 한-스페인 포럼을 개최함
-

양국을 잇는 대화 채널인 한-스페인 포럼은 양국 정부, 의회, 학계, 재계 고위급
인사가 참여해 정치, 경제, 외교, 학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함. 특히
포럼의 의제로 난민 문제, 테러 대응 등과 같은 글로벌 현안과 각국의 한국학/
스페인학 육성, 제3국 공동 진출 등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함

◦ 한 스페인 인프라교통협력 양해각서
-

(MOU)

- 2017년 3월,
MOU는

체결

국토해양부는 스페인 건설부와 인프라교통협력 양해각서를 맺음. 동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두 나라 사이에 다양한 협력이 확대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논의를 위한 것임. 한국도로
공사, 수출입은행, 플랜트협회 등의 한국 협력 기관 및
SACYR

등 스페인 건설업체들도 참여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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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은

ACS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인프라 기업을 보유한 건설강국 가운데

하나로, 최근 다소 침체에 빠진 해외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파트너로 평가받음

◦ 스페인 정부는

년 4월

2018

일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27

성명을 발표했으며, 내용의 골자는 다음과 같음
-

스페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선언에 주목함

-

스페인 정부는 동 합의를 통해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CVID)와

-

◦
-

함께 국제 비확산체제를 지키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길 기대함

스페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평화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국제
안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을 소망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함
년

2019

월,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 방문함

10

펠리페 6세 국왕의 이번 방한은 지난
23년

1996년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 방한 이후

만임.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한 중인 펠리페 6세 국왕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 확대에 대해 협의함

◦

년 6월

2021

일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됨.

16

이날 양국은 저탄소 경제, 디지털 혁신, 제 3국 공동 진출이라는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함
-

포럼에서 양국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상호투자 확대

촉진 및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협력 활성화를 추구할 것이 발표됨
-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해 양국 정부는 현지 창업 지원
및 소셜벤처 공동 육성 등에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함

◦

년 6월

2021

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드리드를 방문하여 펠리페 6세와 기후변화

16

대응, 녹색경제, 4차 산업혁명, 각국 문화교류 및 관광협력을 비롯한 미래를
위한 공동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활발한 교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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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한국과 스페인 교류 주요내용

체결
협정

․사증 면제 협정(1972년)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75년)
․공업소유권 협정(1975) 문화협력협정(1977년)
․항공협정(1989년)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투자보장협정(1994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2000년)
․한-EU FTA 발효(2011년 7월)
․한-서 사회보장협정 발효(2013년 4월)
․한-EU 기본협정 발효(2014년 6월)
․워킹홀리데이협정 발표(2018년 10월)
․항공운수협정 전면 개정(2018년 12월)
․공공조달협력 MOU(2019.6월)

양국
관계
주요
일지

․1950년
․1970년
․1973년
․1973년
․1987년
․2007년
․2007년
․2007년
․2008년
․2008년
․2008년
․2010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2019년
․2020년
․2020년
․2021년

교역
규모

․2018년: (수출)
․2019년: (수출)

교역품

3월

외교 관계 수립
주 스페인 상주대사관 개설
10월 주한 상주대사관 개설
12월 주 라스팔마스 영사관 개설(1999년 4월 폐쇄, 대사관 분관 설치)
12월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개설(1993년 6월 폐쇄)
2월 노무현 대통령 스페인 공식 방문
6월 한-스페인 정책 협의회
7월 외교통상부 제1차관 스페인 방문
1월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스페인 방문(1차 문명 간 연대 국제 포럼)
10월 북경 개최 ASEM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Zapatero총리 개별회담
11월 김형오 국회의장 스페인 공식 방문
9월 Alfredo Bonet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대외통상 차관 및 기업사절단 방한
11월 Zapatero 총리 G20 정상회담 참여
8월 한국 국회 대표단 스페인 공식 방문
3월 Rajoy 총리 핵안보 정상회담 방한 참가
3월 이병석 국회부의장 스페인 방문
4월 한-스페인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9월 제1차 한-스페인 건설 비즈니스 포럼 개최
2월 스페인, 대규모 방한사절단 방한
5월 한-스페인 해양 포럼 개최
10월 한-스페인 포럼 개최
6월 한-스페인 건설 협력 포럼 개최
3월 한-스페인 외교장관회담
3월 이낙연 국무총리 스페인 방문
6월 한-스페인 건설 협력 포럼 개최
10월 펠리페6세 스페인 국왕 방한
10월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 개최
11월 제 13차 한-스페인 포럼 개최
12월 제 2차 한-스페인 전략대화 개최
6월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개최
4월

30억 2,700만
27억 6,900만

달러, (수입)
달러, (수입)

25억 400만

․수출: 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성원료, 타이어 등
․수입: 승용차, 가축육류, 의약품, 합성수지, 금속광물 등
․한국의 대(對) 스페인 누적 투자액은 약

투자
교류

달러, 무역흑자: 5억 2,300만 달러
달러, 무역흑자: 1억 1,800만 달러

26억 5,100만

12억 달러(투자신고 264건)으로 주로 건설, 제조, 도소매업
등에 집중 돼 있음
- 2019년 투자액은 184,634천 달러(투자신고 29건)로 전년대비 86.1%로 대폭 증가
- 스페인 남부 윤활유 플랜트 건설에 대규모 투자가 집중됨

자료: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검색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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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스페인의 국방협력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5> 한국과 스페인 국방협력 주요내용
무관부
개설

협정체결
현황

양국 간
주요회의
인적
교류

․‘73.10월, 주스페인 한국 무관부 개설
․‘90.11월, 주한국 스페인 무관부 개설
․방산품질보증 협정 개정: ‘05.2월
․군사박물관 협력 양해각서 체결: ‘05.7월
․분석평가자료/요원 교환 양해각서 체결: ‘05.11월
․국방협력 협정서 체결: ‘06.12월
․비밀보호협정 체결: ‘09.3월
․상호군수지원협정(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방산협력MOU 개정: ‘19.5월

MOU

체결:

‘12.12월

․국방정책실무회의: 4차(2010년, 마드리드), 5차(2018년, 서울)
․방산군수공동위원회: 5차(2004년, 서울), 6차(2018년, 마드리드)
․국방차관 스페인 방문(2012,7) 이후 ‘18.1월 스페인 국방장관 방한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 기술품질연구원, 방위산업체 등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방문 지속

․사관학교 교환 방문(매년), 국제사관학교발전세미나 등 관련 정기 교류 지속 진행
․군사분야 위탁교육을 통해 현재까지
교육협력

100여명의

우리 장교들이 스페인 고군반, 상륙전반,

합참대 등에서 교육 이수
․스페인 측에서는 미파견(언어문제)

주요
․국제 軍비행훈련센터(IMFACC) 공동 설치/운영을 통하여 우리 고등훈련기(T-50)
방산협력
유럽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는 물론 방산수출지원 효과도 기대
추진
․전투기(한 F-5, 스페인 F-4) 부품교환 사업 추진을 통해 양국 상호간 경제적 이득 달성
활동
예상
* 2021년 07월 15일에 확인한 결과,2019월 이후 자료는 대사관에서 공식발표하지 않음
자료 :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검색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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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조달시장 현황

◦ 스페인 정부 총 지출 양도와 투자를 제외한 건설
(

년 기준 총

2017

-

1,118

,

억 유로로, 전체

해당 통계는 유럽전자조달시스템(Tenders
건을 기준으로 작성됨(<표

-

GDP

1-6>

중

재화, 서비스 구매) 규모는
를 차지하고 있음

9.6%

Electronic Daily, TED)에

참고)

정부 총지출 규모의 경우 유럽의회 공공조달 지침(Directive
24/EC)으로

등록된 입찰

2004/18/EC, 2014/

인해 통상적으로 공공조달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출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의료보험기금이나 정부를 통해 환급된 건강관리 비용 및 의료기기
지출도 포함하고 있음

◦ 스페인 재무부에 따르면

,

년

2019

억 유로이며,

725

스페인의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년의 총 입찰 건은

2019

년

2018

억 유로,

274

였음. 스페인의 공공

129,529

조달은 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짐
- 2018년의

공공기관별 공공조달 비중은 지자체(54.2%), 지방 공공기관(23.5%),

중앙정부(18.1%), 공립대학(2.7%), 기타(1.5%)임

<표 1-6> 연도별 TED 등록 공공조달 건수 및 규모(2014-2017)
단위: 건, 십 억 유로)

(

연도

건수

조달금액

2014

8,211

18.9

2015

8,261

19.3

2016

10,177

21.9

2017

12,981

25.4

평균
9,908
21.4
* 2021년 07월 15일에 확인한 결과, 2017년 이후 자료는 TED에서 공식발표하지 않음
자료: 유럽전자조달시스템(TED) 발간 보고서
Public Procurement Indicator 2017(검색일: 2021.07.07.)

–

◦ 한편

,

스페인 재무부(Ministerio

de

는 공공부문 계약법(Ley

Hacienda)

9/2017,

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조달 입찰 진행 시 해당 입찰에

de 8 de noviembre)

대한 정보를 전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당해 자료 및
데이터를 홈페이지 에 고시하고 있음
1)

12

년 이후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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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D에서

발간한 공공조달지표(Public

Procurement Indicators 2017)의

데이터와 세부

수치가 상이한 이유는, 디지털화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누락된 공공조달
건이 존재하고,

TED에서

보고서를 발간 시 추정치로 계산한 점, 국방 분야 등

비공개 조달에 대한 누락 등으로 추정됨

◦ 공개된 해당 자료에 따르면

년 기준 총

, 2018

자치주에 의한 조달이 약
이어 지방자치단체(약

억 유로 규모의 공공조달 중

274

억 유로 규모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148

억 유로), 중앙정부(약

64

억 유로), 공립대(약 7억 유로),

49

공공기관 간 상호 조달(약 4억 유로) 순으로 나타남

<표 1-7> 조달기관별 공공조달규모(2016-2018)
단위: 건, 백만 유로)

(

년도

2016
2017
2018

중앙정부
건수

금액

자치주

지방자치단체

공립 대학교

공공 기관 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43

3,272

83,978

11,188

76,975

7,038

2,589

486

4,758

279

22,594

5,970

118,535

11,658

81,169

5,681

3,244

581

8,393

289

47,681

4,957

556,448

14,850

129,321

6,437

73,035

729

23,739

435

* 2021년 07월 15일에 확인한 결과, 2018년 이후 자료는 재무부에서 공식발표하지 않음
자료: 스페인 재무부(https://www.hacienda.gob.es/es-ES/RSC/Paginas/OIReScon/oirescon.aspx)
(검색일: 2021.07.07.)

◦ 스페인을 구성하고 있는

개의 자치주와 2개 자치도시는 독립성이 보장되고,

17

이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조달도 드문 경우임. 그러나
시작된 코로나19 상황 하에 방역물품의 효율적인 구매를 위해,
부터

년 2월

2020

년 8월

2020

년 7월 현재까지 발렌시아 자치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중앙조달에

2021

참여하고 있음

◦ 중앙 정부기관과 그 부속 기관

,

자치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은 공공조달 건에

대한 정보를 공공조달플랫폼(Plataforma

de

Contratación

del

Sector

Público)2)

게시해야 함. 구매자로 등록된 공공 기관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1) 재무부 홈페이지: https://www.hacienda.gob.es/es-ES/RSC/Paginas/OIReScon/oirescon.aspx
2) 공공조달플랫폼 홈페이지: https://contrataciondelestado.es/wps/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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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공공조달 플랫폼에 등록된 공공 기관 수(2015-2021)
기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단위: 개)
2021년

주 정부 기관

1,632

1,699

1,789

1,881

1,580

자치정부 기관

235

385

596

1,063

1,193

지방 단체

2,119

2,566

3,507

13,106

14,761

총 계
3,986
4,650
5,892
16,050
17,534
* 2021년 07월 15일 확인 결과, 2019년, 2020년 이후 자료는 스페인 공공조달플랫폼에서 공식 발표하지 않음
자료: 스페인 전자조달플랫폼 데이터 재가공(검색일: 2021.07.07.)

2. 보건의료 조달시장 현황

◦ 스페인 보건의료 물품에 대한 조달은 각 자치주의 권한이지만

,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리원(Instituto

Nacional

년 2월에

2020

년 6월 현재까지 보건부 산하 국립보건

2021

de

Gestión

월

11

Sanitaria,

INGESA)3)

에서 각 자치주에

분배될 방역물품을 조달함

◦ 국립보건관리원은
물품

년

2020

11

일 스페인 보건부가 지정한 코로나19 관련 방역

개 품목 중 6개 품목에 대한 조달 기본협정이 체결했음을 발표함

11

※ 공공조달 입찰공고는 스페인 관보 , 스페인 공공조달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중앙정부, 자치주,
4)

지방자치단체 등 구매기관 프로필에 쉽게 접근이 가능함

-

본 조달은 중앙정부에 의해 진행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달로 총
품,

-

155개

사가 입찰에 참여함. 최종

64개

물품,

52개

기본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발렌시아 자치주를 제외한

475개

물

사가 기본협정을 체결함
16개

자치주와 자치 도시인

세우타와 멜리야, 국립보건관리원(INGESA), 국방부, 내무부의 방역물품 공급이
용이해짐

◦ 스페인 보건부는 코로나

19

기본협정에서

①일회용

관련 방역 물품을

비멸균 수술복,

고성능 일회용 비멸균 수술복,
진단키트,

⑥RNA

개 품목으로 나눔. 앞서 언급된

11

②일회용

④일회용

보호복 타입

보호복 타입

PB[B]

추출키트에 대한 계약이 체결됨

3) 앞으로 본고에서 Instituto Nacional de Gestión Sanitaria는 국립보건관리원으로 표기함
4) 스페인 관보 홈페이지: http://www.bo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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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정부는 동 조달을 통해,
(부가가치세

11개

품목과 관련하여 총

2,578,739,505

유로

포함) 규모에 해당하는 방역 물품을 조달함

<표 1-9> 코로나19 방역 11개 품목 및 구매 예산(2020년 11월 기준)
단위: 개, 유로)
총액

(

연번

품목

수량

단가

1

표준 일회용 비멸균 수술복 (의료기기 기준규격)

90,799,340

3

272,398,020

2

일회용 보호복 타입

48,680,060

3

146,040,180

3

고성능 일회용 비멸균 수술복 (의료기기 기준규격)

89,996,764

4

359,987,056

4

일회용 보호복 타입

42,478,824

4

169,915,296

5

니트릴 장갑

2,828,574,444

0.1048

296,434,601.73

6

보호경

3,562,174

5.5

19,591,957

7

수술용 마스크 타입

502,737,158

0.75

377,052,868.5

8

보호 마스크

(FFF2에

준하는 성능)

51,478,760

2.9006

149,319,291.25

9

보호 마스크

(FFF3에

준하는 성능)

17,158,832

4

68,635,328
10,408,640

PB [B]

PB[B]

레벨

레벨4

2 (IPE기준)

(IPE기준)

2, 2R

10

분자 진단키트

7,160,576

15

11

RNA

추출키트

7,160,576

6

42,963,456

부가가치세 제외 총 예상금액
자료: 스페인 전자조달플랫폼 데이터 재가공(검색일: 2020.11.16.)
-

한국의 바이오니아(Bioneer
키트(품목

11번)에서

Corporation)사가

2,009,746,694.48

분자 진단기(품목

10번), RNA

추출

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스페인 방역물품 조달에 진출에

성공함

◦

년

2020

월, 스페인 내각회의(Consejo

11

는 일회용 수술 마스크가격의

de Ministros)

상한가와 부가가치세를 낮추기로 함
-

스페인 보건부는 관보(Boletín

Oficial del Estado, BOE)를

일회용 수술 마스크의 상한가를
되는 부가가치세를 기존
-

62유로

21%에서 4%로

통해

2021년 12월

말까지

센트로 유지하고, 동 마스크에 부과

낮추기로 함

동 결정은 일회용 수술 마스크에만 해당함.

FPP2

기준의 마스크 및 의료복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위생 마스크(비말 차단 마스크)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그동안 스페인 정부는 위생 마스크를 비감염자, 유통업자, 슈퍼마켓 직원 등
타인과의 접촉이 많은 업종 종사자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해 왔으나,
이번 조치에서 위생 마스크가 제외됨에 따라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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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4월, 스페인 말라가 지역의 한 기업인

2020

가 자국 내 마스크

‘MasFabEs’

자체조달을 위해 마스크 생산에 돌입함
- MasFabEs사

공장은 일

60만

이며, 유럽 의료기기 인증
-

장, 달

150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

EN 14683와 UNE 0064-1

해당 마스크는 비말 차단 및 수술 겸용이며
플랫폼

La Mascarilla5)에서

◦ 보건의료 조달의 경우

기준을 통과함

0.11유로의

구매 가능함
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역관련 물품에 대한

2020

조달이 큰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조달 규모 순 상위
다음과 같음(<표

1-10>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개 조달 건을 살펴보면

10

참조)

<표 1-10> 스페인 보건의료 조달 규모 상위 10건 (2020)
단위: 유로)

(

연번

내용

1
2
3
4
5
6
7
8
9

규모

발주처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공급

2,131,189,674.09

국립보건관리원(INGESA)

안달루시아 보건소 및 보건 공기업 의약품 공급

1,241,694,155.01

안달루시아 보건청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공급

1,004,873,347.24

국립보건관리원(INGESA)

항바이러스 의약품 공급

268,461,295.20

발렌시아 공공보건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공급

218,061,321.30

안달루시아 보건청

다발성 경화증 의약품 공급

130,311,004.20

발렌시아 공공보건부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물품 공급

108,846,000.00

발렌시아 공공보건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공급

68,385,894.84

아라곤 보건청

의약품 공급

68,086,671,84

카스티야 이 레온 지역 보건 관리원

10

의학 실험 연구 물품
62,055,778,10
카스티야 - 라 만차 보건부 사무국
* 2021년 07월 15일에 확인한 결과, 2020년 이후 자료는 스페인 전자조달플랫폼에서 공식발표하지 않음
자료: 스페인 전자조달 플랫폼 통계 정리 (검색일: 2021.06.22.)

◦

EU

회원국 중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

이며, 여러 시행착오와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방역 위기를 맞음
-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수는

년 7월 기준으로 인구

2021

만 명, 사망자 수는 8만

382

만 중 총 누적 확진자

4,700

명을 기록함.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사태

883

파악 및 초동 대응 실패, 시민의 방역 의식 결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음
5) La mascarilla 온라인 플랫폼 홈페이지: https://mascarillasantivirales.es/ti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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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8월부터 중앙정부 주도의 방역물품 프레임워크 협정이 온라인 공공

-

2020

조달 플랫폼에 등록됨. 그러나 최초 물품을 조달하는 데 3개월이 걸리는
등, 행정 처리 지연으로 스페인 내 방역 당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
한편, 코로나19의 확산 초기인

-

Galaxy

년 4월, 스페인 정부는 중국의

2020

Garry

사로부터 방역 마스크를 구매하였으나 유럽 마스크 등급 기준인

국내기준

FPP2(

에 해당)를 통과하지 못함이 밝혀져

KF94

만 개를 회수한

14

바 있음

◦ 한국

,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스페인은 중앙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공공조달이

년

2020

월에 이루어졌음

11

◦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경제회복을 위해

스페인 정부는

년 5월 9일부터 스페인은 국가경계령(Estado

2021

을

de Alarma)

해제함. 국가경계령 해제에 따라 야간 통금, 주간이동 제한, 사회적 모임 인원
수 제한 조치가 일부 자치주를 제외하고 완전히 해제됨. 또한,

년 6월

2021

26

일부터 스페인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함

◦

년 2월

2021

일부터 스페인 국내에 유통되는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국가인증

13

기관(Entidad

Nacional

de

Acreditación,

의 공인된 실험실에서 성능

ENAC)

테스트를 받아야 함
-

성능테스트를 거친 제품만 스페인 국내에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며, 테스트의
소요 기간은
규격

를 충족해야 함

일부터 마스크를 비롯한 코로나19 의료·방역 물품에 대한 관세가

30

면제되었으며, 해당 조치는
-

만 원 정도임. 마스크는

150~200

UNE 0064, UNE 0065

년 1월

- 2020

주이며, 검사 비용은 한화로

2~4

년

2021

월

12

일까지 연장됨

31

스페인 현지에 유통이 가능한 위생마스크 기준이 변경되었고, 검사 비용으로
인해 관련 업체의 생산 단가에 가격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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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달법령 및 운영체계

1. 조달법령체계
1) 일반 조달법령체계

◦

스페인의 공공조달은

년

월

2007

일자로 제정된 공공부문 계약법(Ley

10

30

에 의해 시행되

30/2007, de 30 de octubre, de Contratos del Sector Público)

다가
el

년

2011

que

se

Público,

월

11

apureba

RDL

일자 왕립 입법령(Real

14

el

texto

refundido

de

Decreto
la

Ley

Legislativo
de

3/2011,

Contratos

del

por

Sector

을 통해 공공부문 계약법의 개정안을 승인하고 이에

3/2011)

따름

◦ 법률

를 통해 공공부문의 전자계산서 발급과

Ley 25/2013 de 27 de diciembre

회계기록을 도입함. 이후 왕립 법령

Real Decreto 773/2015, de 28 de agosto

에서 특정 공공부문 계약법의 조항을 수정하여 다양한 기업 분류방식을 도입함.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한 기업의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신용평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함

◦ 왕립 법령

는 공공조달계약 중앙행정법원의 적격

814/2015 de 11 de septiembre

심사 규정과 조직에 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은 입찰
조건명세서, 행정 약관, 계약 절차상 문제에 대한 특별 소송, 계약 중지, 해결
등에 관한 내용을 전자조달 플랫폼(Plataforma
Público)6)

◦법

Ley

Contratación

del

Sector

에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

9/2017

de

8

de

을 통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유럽연합의

noviembre

양허 계약에 관한 지침(Directivas
고

de

을 스페인 법률 체계에 이식하

2014/23/EU)

년 3월 9일부로 발효됨

2018

6) 스페인 전자조달 플랫폼 홈페이지: https://contrataciondelestado.es/wps/portal/plata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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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 조달 규정

◦ 헌법

La Constitución (RCL 1978/2836; ApNDL 2875)

제149조 제1항 제16호와

호에 따라, 각 광역자치주는 주(州) 헌장을 통해 대외 보건 정책과 의약품

17

관련 입법, 행정의 권한 중앙정부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보건, 위생, 진흥,
예방 등에 관해서는 각 자치주에 법률 및 경제정책 마련과 집행의 권한이
부여됨

◦ 또한

,

스페인 헌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는 각 자치주가 상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음

◦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스페인은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스페인 자국 규정과

연합 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EU

①
-

스페인 보건의료 조달 규정
왕령

1090/2015(2015년 12월 4일)에

윤리위원회(los

Comités

de

의거, ‘스페인 임상시험등록 및 의약품연구

Ética de la Investigación con medicamentos y el

Registro Español de Estudios Clínicos.)’를

왕령

1591/2009(2009년 10월16일)에

21일

이후 발효)

-

왕령

437/2002에

-

명령

Orden SCO/3603/2003에

-

②
-

두고 임상시험 규제 및 관장

의거하여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2010년 3월

의거, 주문 제작형 의료기기 허가 기준 마련

유럽연합(European

의거, 인체이식 의료기기 등록제 실시

Union, EU)

규정

유럽연합은 의료기기에 대해 세 가지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안전사고 발생,
위조품 생산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기의 안정성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지침에 관한 개정 요구가 발생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각료이사회는 기존 지침에 새로운 규제 사항을
추가함.

2017년 4월 5일에

- 2017년 5월 25일,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 2개가 채택됨

새로 추가된

EU

의료기기 규제 관련 규정인 의료기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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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규정(IVDR) 2개가 공식 발효됨

※ 의료기기 규정(European Medical Devices Regulation, MDR, Regulation(EU) 2017/745)
※ 체외진단기 규정(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 IVDR, Regulation(EU) 2017/74)
-

개정된 의료기기 규정

MDR은 2021년 5월 26일부터

시장에 의료기기 진출 시

MDR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유럽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제조업체가

명시된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5월 26일까지

MDR에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3) 국방 조달 규정

◦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계약절차는 유럽의회와 유럽의회의 지침

에

2009/81/EC

의해 추가로 규정됨. 그러나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ies

of

the

제346조에 의해, 국가 안보의 이유로서 이를 예외적

European Union, TFEU)

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음
- TFEU에

의해 면제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는

EU

내 공급업체의 국적에 따른 차별

을 해서는 안 됨. 출신 국가의 문서화 표준을 따르고 공공분야 투명성에 관한
표준규칙을 준수해야 함
-

회원국은 이러한 원칙을 해석하고

TFEU의

내용 적용이 가능한 국가입법을 하

도록 하고 있음

◦

스페인은

년

2011

월

8

일자로 제정된 국방안보분야 공공부문 계약법(Ley

2

24/2011, de contratos del sector público en los

ámbitos

de la defensa y de

을 통해 동 특정분야에 대한 공공조달을 규정하고 있음

la seguridad)

-

동 법령에는 입찰자 공고방법, 계약자의 판단 기준 및 계약절차와 계약유형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스페인 국방계획 절차는

년

2005

월

3

일 시행된 장관명령(La

30

Orden

에 의해 설정되고 규제되고 있음

37/2005)

-

국방부 장관이 국가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수상이 이전 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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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명령서는 또한 국방계획 과정의 범위와 연례 일정표를 작성하고, 각료 책임을
명시하며, 예산 절차를 설명하고, 감독 권한을 정의하는 법안임

-

연간 총 국방비는

General State에

의해 예산이 배분되며, 이는 의회의 투표로

승인됨

2. 조달운영조직
1) 기본 조달운영조직

◦ 스페인 공공조달은 중앙정부

,

자치주,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각각 구매를

담당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산조달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재무부

는 스페인의 재정정책을 운영하며 국가

(MINNISTREIO DE HACIENDA)

예산의 관리 및 공공회계,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스페인 재무부7)는 스페인 정부조달 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 조달 실
적 및 통계를 관리하고 공공조달과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

재무부가 관리하는 전자조달 플랫폼의 공식명칭은

Contratación del Sector

Público8)임

<그림 1-1> 스페인 재무부 조직도(2021년 7월 기준)

자료: 스페인 재무부 데이터 재구성(검색일: 2021.07.09.)

7) 스페인 재무부 홈페이지: https://www.hacienda.gob.es
8) 스페인 전자조달 플랫폼 홈페이지: https://contrataciondelestado.es/wps/portal/plata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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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의 각 자치주 또한 공공조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직접 이행하고 있
으며, 각 자치주의 위치와 주요 도시는 다음과 같음

<그림 1-2> 스페인의 광역자치주

자료: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검색일: 2021.07.09.)

2) 의료 물품 관련 조달 운영

◦ 공공조달법
추가 규정

Ley 9/2017, de 8 de noviembre, de Contratos del Sector Público

번에 의거하여 의약품, 의료물품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앙조달이

27

허용됨. 기타 공공기관은 보건부 에 신청하여 상기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중앙
9)

조달에 참여할 수 있음
-

조달에 대한 비용은 각 기관이 부담하며, 제229조에 의해 재무부 중앙조달위
원회(Junta
Pública)은

de

Contratación

Centralizada

del

Ministerio

de

Hacienda

y

Función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급권한을 보건부에 부여하고

있음
-

각 자치주와 지방 단체 및 그 부속기관, 보건부 산하 부속 기관은 상기 물품
및 서비스 중앙조달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참여를 위
해서는 보건부의 합의가 필요함

9) 스페인 보건부(Ministerio de Sanidad, Consumo y Bienestar Social)홈페이지: https://www.mscbs.go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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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

자치주, 지방 단체의 부설 기관과 보건부 산하 기관 등은 단일 혹은

복수의 공급자와 상기 언급한 물품들에 대한 프레임워크 조약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음. 이들의 자원 남용은 금지되므로 권한 또한 제한됨

◦ 앞서 언급한 추가 규정에 더하여 보건부는 보건부 사무국을 통해 국립보건관리원
,

에 전부 또는 일부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에 대한 중앙 조달 프로세스
를 의탁함

◦ 의료물품이 중앙조달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국왕령

8/2010(Real

Decreto

에서 지정한 공제액보다 비용절감이 더 크게 발생할 경우, 공공적자

8/2010)

감축을 위한 특별 조치인 상기 국왕령 제9조, 제10조의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음

◦ 스페인 식약청

(Agencia

Española

de

Medicamentos

y

Productos

Sanitarios,

은 보건부 산하 정부 기관으로서, 의약품, 의료기기, 미용 및 위생용품을

AEMPS)

담당하는 최고기관임

◦ 스페인 식약청은 임상시험

,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상업화와 유럽의약품기구
와 함께 해당 상품에 대한 기획과 평가를 담당함.

(European Medicines Agency)

그 외 상세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임상시험 연구실 허가, 의료기기 질 향상과 중앙정부에 의한 의료기기 검사를 위
한 구체적 방안 개발

-

인체용, 동물용 의약품 사용에 대한 평가 및 승인

-

의약품 임상시험 및 의료용품을 사용한 연구 승인

-

상용화된 의약품의 안전 및 효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활동

-

활성 물질(active

-

의약품 납품 및 공급에 대한 감독

-

향정신성 물질 및 마취제에 대한 관리 및 검사

-

불법 유통 및 위변조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 근절 활동

material)

제조와 제약 실험실에 대한 조사 및 등록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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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조달 운영조직

◦ 스페인 국방조직 역할 및 임무는 다음과 같음
<표 1-11> 스페인 국방조직 역할 및 임무
직위

역할 및 임무

국방장관

군통수권에 대해 국왕 및 총리 보좌
군정 및 군령권 행사
군수 물자 생산/관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책임

합참의장

국방정책에 대한 총리 및 장관 보자
각 군의 작전부대 지휘 및 감독
주요 지휘통제 내용
1) 3군 연합/합동 훈련 계획수립/통제, 작전지휘권 행사
2) 해외 파병에 대한 편성 및 통제
3) 비상대기군, 상시 작전부대 작전통제

국방차관

무기 물자정책, 재정정책, 시설정책 등에 관하여 장관 보좌

행정차관보

인사정책, 병무 및 교육정책 등에 관하여 장관 보좌

각 군 총장

합동전략계획 수립 및 각종지침 작성 시 합참의장에게 협조
합동부다에 소속된 자군 부대의 조직, 훈련, 장비, 행정 및 군수지원
합동부다에 속하지 않는 자군 부대의 병력운용계획 수립
각 군의 조직, 교육훈련, 군수지원 임무 수행
각 군의 제반 자원 관리유지, 군사교리 발전, 군기 및 사기 유지

정책차관

국방정책, 국방외교 등에 관하여 장관 보좌

※ 의전서열: 국방장관, 합참의장, 국방차관, 국방차관보,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정책차관
자료: 주 스페인 한국 대사관(검색일: 2021.07.09.)

◦

년 기준, 스페인 군 보유 전력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0

<표 1-12> 스페인 보유전력(2020)
구분

역할 및 임무

병력

약 12만 1천 명(2002년 이후 모병제 시행 중)
*제외: 치안대 약 7.8만 명, 예비군 약 1.5만 명, 공무원/군무원 약

장비

육군: 전차(330여 대), 장갑차(3,500여 대), 야포(1,800여 문), 헬기(120여 대)
해군: 경항모(1척), 이지스함(5척), 프리깃함(6척), 잠수함(2척), 상륙함(24척)
공군: 전투기(170여 대), 수송기(100여 대), 공중급유기(7대), 헬기(44대), 정찰기(9대),
훈련기(140대)

해외파병

17개

1.7만

명

지역, 약 2천 9백여 명

* 2021년 07월 15일에 확인한 결과, 2020년 이후 자료는 대사관에서 공식발표하지 않음
자료: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검색일: 2021.06.15.)

◦

국방부 산하에는 구매를 담당하는 국방부의 방위물자국(DGAM,
General de Armamento y Materia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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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우주연구소 등이 있음.

의 조달 체계는 다음과 같음(<그림

DGAM

1-3>

참조)
-

국방부 차관 아래 차관보급을 각 기관의 장으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임명함

-

각 군에서 소요제기를 한 후, 국방부 산하의

DGAM에서

심의과정을 통해 각

군의 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그 결정 이후 각 군에서 방위산업 및
국방 조달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기존 각 군에서의 자율권 강화를 견제하고 국방안보 전반에서의 통제 및 조
정을 위해 국방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위산업 및 국방 조달 관련 심
의 과정을 두고 있음

<그림 1-3> 스페인 국방부 조직체계(2018)
국방장관
국방
총국장

국가
정보원

국방차관
합동
참모부

행정
차관보

방산물자국
(DGAM)

정책
차관보

행정
사무국

정책총국

합참
정보
본부

재정총국

인사
총국

제도연구
총국

보조
기관

시설총국

교육
총국

라틴-미국
협력국

국방
연구원

국방우주
연구소

감찰
총국

국외방위
협의실

작전
사령부

국방
법무국

위기대응
부대(UME)
육군

해군

공군

※ 2021년 07월 15일에 확인한 결과, 2018년 이후 자료는 국방부에서 공식발표하지 않음
자료 : 스페인 국방부11) 홈페이지(검색일: 2021.07.07.)

10) 앞으로 본고에서 Dirección General de Armamento y Material를 DGAM이라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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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

각 군에서 국방 조달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국방부

에서 조달검

DGAM

토 및 조정을 통해 최종 국방 조달계획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각 군에서 각
각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입찰공고~협상/시험평가~계
약~전력화), 전력운영 사업관리 등의 책임을 지고 있음

◦

은 스페인 국방 조달정책의 수립 및 각 군 조달 소요의 조정 등을 담당

DGAM

하며, 더불어 국제방위협력,
-

국방우주연구소는 방산
협력을 위해서는

R&D

R&D

DGAM을

교섭 등을 담당하고 있음

집행 기관이므로, 방산

R&D

프로그램 참여 및

통해 교섭하여야 함

◦ 국방자원 및 재정 계획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음

.

획득 프로그램의 관리는 국방부의 방위물자국인
-

스페인 국방 조달 관련 기관인

- DGAM은 2012년에

DGAM은

스페인

에 의해 수행됨

DGAM

국방의 전략 계획을 수립함

개정된 국방 지침(‘National

Defence Directive')에

명시되어 국

방 조달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DGAM

사무총장은

2012년부터는

이전의 육군 장군이었던

Montaño이였으나, 2018년 3월부로 Gonzalez Gomez로

교체돼

Juan Manuel García
2021년 8월

현재까

지 사무총장직을 수행 중임

<표 1-13> 스페인 DGAM 하부 부서
부서명
Subdirección General de Planificación,
Tecnología e Innovación

역할 및 기능

▪ 무기 및 장비 개발 연구에 관한 관리 및 통제
▪ 국방부와 협력하여 구매 현대화 전반적인 국방 무기 장비 관리
▪ 국제협력 프로그램 스페인 국방산업 세계화 지원
▪ 국방에 필요한 시스템 및 장비 구매시 필요한 서류 발급 및 관리
▪ 양자 및 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및 무기 국방산업 포럼 등에서
,

SDG de Programas

SDG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 산업 정책 개발

Defensa

▪ 계약 협상 및 관리

SDG de adquisiciones de Armamento y
Material

,

스페인을 대표

Subdirección General de Inspección,

Regulación y Estrategia Industrial de

,

,

, 산업 협력 관리, 제 3 자 기술 이전 통제,
국방산업 안전 검사, 인증, 품질 보증 및 무기 체계 표준화

조달 연락포인트)

자료: 스페인 국방부 홈페이지(검색일: 2021.07.07.)

11) 국방부 홈페이지: https://www.defensa.gob.es/ministerio/organig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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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4> 스페인 분야별 방위산업기업
기업명
Airbus Defence and
Space

Explosivos Alaveses,
S.A. (Expal)
General Dynamics
Land Systems
(GDELS) Santa
Bárbara Sistemas
Hisdesat Servicios
Estratégicos, S.A.

주요 활동
스페인 우주항공 역량이 집결되어 있는
대표적 회사로 수송기 설계 및 A400M과
유러파이터 부품 디자인과 조립, 복합항공기
설계 및 개발

Navantia S.A.

Sener Ingeniería y
Sistemas S.A.

웹사이트

-

www.airbus-group.com

박격포 폭탄 및
시스템 생산, 탄약 및 폭발물 처리 관련 기술

-

www.expal.biz

다양한 탱크 및 궤도식 또는 장갑차 시스템
제조업체, 상기 무기에 대한 분해 및 유지
보수 서비스

-

www.gdels.com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과 국 및 정부 위성
공급업체

-

www.hisdesat.es

60mm, 81mm, 120mm

및 첨단기술회사로 레이더, 항공교통관리,
화재제어시스템, 및 위성통신 기술
생산업체
IT

Indra Sistemas S .A.

유형 (국영여부 )

C2시스템,

구축함 및 전기잠수함을 포함한 해군
무기플랫폼 전체를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는
전함제작업체
항공기 미사일 기술과 항공기 OEM무기
통합기술에 중점을 둔 엔지니어링 회사

민영화되어 있으나
스페인정부가
20%의 지분 소유
국영

-

www.indracompany.com

www.navantia.es

www.sener-group.com

군용 및 산업용 오프로드 차량 설계 및 제조
주력 제품인 Vehicle de Alta Movilidad
Especiales, S.A
www.urovesa.com
Táctico (VAMTAC)생산과 이동성 전술
(UROVESA)
차량을 비롯하여 14-18 톤의 트럭을 생산
출처: IHS Jane’s Navigating the Emerging Markets
Spain(https://ihsmarkit.com/pdf/Janes-Defence-Industry-and-Markets-Brochure_276976110914574232.pdf),
(검색일: 2021.06.28.)
URO, Vehículos

<국방조달계획 >

◦ 국방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스페인 국방정책의 이행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계획 절차와 일치하는
-

4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마지막 단계는 이전에 시행했던 주기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됨
스페인 국방계획은 군사기획(기획 및 운영 계획 포함)과 자원계획(인사 및 자재 자원 포함)으로 구성되며, 각 군
에서 소요계획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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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달 프로세스 개요

1. 입찰방식

◦ 스페인의 공공조달 계약체결 유형은 다음과 같음

표

(<

1-15>

참조)

<표 1-15> 스페인 공공조달 입찰방식

구분

내용

제한입찰

-

(procedimiento

-

restringido)

협상에 의한
계약
(procedimiento
negociado)

-

-

경쟁적 대화
(dialogo

-

competitivo)
-

조달 기관으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만 입찰 참여가 가능
조달기관은 공고된 입찰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초청 기업들을 선정
관심 기업은 참가 신청서를 기한에 맞춰 제출하고, 조달기관은 협상 대상 기업을 선정해
입찰에 초청
조달기관은 입찰 관심 표명 기업 중 협상 대상 기업을 최저 3개사 이상 선정
초청된 기업들은 최초 입찰 안을 제시한 뒤 보다 나은 계약조건이 성사될 때까지
조달기관과 협상 후 최종 입찰 안을 제출
조달기관이 입찰자의 기술적, 법적, 재정적 입장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계약일 경우 적용
법적, 재정적 및 기술적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협의가 계속되며, 협의 종료 뒤
후보자들은 자신의 최종 입찰 안을 제출
조달기관은 입찰 관심을 표현한 기업 중 협상 대상 기업을 최저 3개사 이상 선정

2. 일반 조달 프로세스 개요

<그림 1-4> 스페인 공공조달 프로세스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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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조달 프로세스 개요

◦ 공급 프로세스의 변화와 함께

는 의약품 공급에 있어 자립형 모델을

KEMSA

채택함. 주정부와 종교 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하여 마련한 기금을 통해 조달
및 의약품 공급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는 리볼빙의약품기금(revolving

drug

과 비슷한 형태임

12)13)

funds)

-

보건부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었던

KEMSA는 2008년~2013년에

이루어진 개혁

후 주정부의 의약품 공급에 있어 다른 공급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구조로 변화
함. 이에 따라

KEMSA는

가격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조달 및 유통

시스템을 도입함

<그림 1-5> KEMSA 비즈니스 모델

12) Unicef, KEMSA after the devolution: Financial sustainability through a supply chain strategy with a stroing focus
on juman resources and leadership, 2017
13) 리볼빙의약품기금: 의약품을 원가 수준으로 판매한 후 발생된 이익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재보충 하는 시스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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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외국기업 제약사항

1. 자국기업 우대정책

◦ 스페인은

EU

공공조달 및 국방 조달지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비차별성 및

비배제성 원칙을 준수하여 외국기업의 입찰참여에 대해서는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음

◦ 스페인 공공조달은 외국기업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이 없어 제도의 측면에서
매우 개방적인 특성을 가짐

◦

EU

역내 기업의 경우, 벤더 등록 시 부가가치세 번호를 요구하고,

기업의 경우

DUNS(Data

Universal

Numbering

System)

EU

역외

넘버 등이 요구됨.

또한, 모든 기업은 사전등록을 해야 함

◦ 국방 분야의 경우

,

외국인 직접투자는 스페인 산업 내에서 관리대상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장관회의 승인으로 한계적 범위 내에서 활동
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어, 국가 간 방위산업 협력에 대한 협의만 잘 이루어
진다면 직간접적 투자를 통한 진출도 가능함

1) 일반분야 산업협력 제도

◦ 스페인은 산업 협력 협정

에서 산업

(Industrial Cooperation Agreements, ICA)

협력을 채택하고 있음
-

산업협력을 규정하는 국가단위의 법은 없지만 외국회사로부터 물품을 획득하기
전에 국방부 지침이나

-

ICA에

근거하여 협상이 진행되어야 함

스페인의 산업협력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제한적임. 유럽방위청의 산업협력 관련
웹사이트가 폐쇄되기 전, 스페인의 산업 협력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수정 중’
으로 공지하여

-

2021년 6월

현재 산업 협력 정책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보임

그동안의 산업협력은 국방부에 의해서 관리되었음

◦ 스페인 국방부 내

이 산업

DGAM(Dirección General de Armamento y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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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협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서임
-

하지만

ICA협상은 Isdefe(Ingeniera de Sistemas Para la Defensa de Espana S.A.)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짐

◦

지침 및 협상은 기밀이며,

ICA

ICA

제안서 제출 전

의 승인을 받아

DGAM

제출하여야 함
-

직접 산업협력을 선호하지만, 간접 산업협력은 과거에 이루어진 적이 있으며
계약기반에 따라 협상됨

-

간접 산업협력이 흔치 않긴 하나 아직도 사용되고 있으며 입찰자는 국내 파트
너 조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2) 방산분야 산업협력 제도

◦ 스페인의 방위산업 협력은 상기의 산업협력 이외 국방 분야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한정적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음

◦

스페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자유화 체제를 중단함. 여기에는 무기, 탄약, 폭발물 및
군사 장비의 제조 또는 거래와 같은 활동이 포함됨

-

모든 투자는 군부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본금의

3%

미만인 상장 회사에 대

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장관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 투자가가 직간접
적으로 관리 회원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음

◦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방위 산업체와 합작 투자를 하거나 스페인에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스페인 방위산업에 진출함. 국방과 직접 관련된
활동에 대한 외국인 투자 승인 신청서는

◦

년 이래

1983

년

으로 보내야 함

DGAM

월 현재까지 스페인 국방 조달에 산업협력 정책이

2021

7

존재해 왔으며, 해당 법령이 부재하여 국방부 내부규정에 따라 진행됨
-

외국인 투자자들은 스페인 경제에 계약 가치의
국방 분야에서는

를 선호하나 최소

100%

31

를 투자할 의무가 있으며,

100%

까지 투자되길 희망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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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군사적 부문의 산업협력은 사례별로 적용됨

-

실적이 저조한 경우 외국 계약자는 미완료 산업협력 약정의

에서

10%

에

20%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를 해야 함

◦ 스페인의 산업 협력기구는 협상과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정교한 무기 공급

국가가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 개발 또는 공동 제작, 기술 이전, 공동
연구 및 개발, 기술 지원, 생산 면허 또는 특허 발급, 훈련 군대, 생산 및 물류
지원 활동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패키지 및 프로토콜을 포함한 기술 또는
관리 문서를 전달함

◦ 스페인 국내 방위산업은 유럽의 주요 무기 공급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역량을
강화했지만, 유럽 통합 방위산업의 일부여야 하므로, 스페인 정부는 외국의 국내 파트너십이 통합된 유럽
방위 시장 개발을 지원하도록 장려함

◦ 미국에 본거지를 둔 많은 국방 기업들이 스페인의 방위산업에 진출하여 수익성 높은 유럽 시장에
-

진출했음
예 : 제너럴 다이내믹스

(General Dynamics)는 2001년

국내 방산 업체인 산타 바바라 시스 테마스
인수하여 스페인 방위산업에 진입하였고, 2002년 독일 회사
GmbH를 인수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스페인의 주요 방위 회사 중 하나로

(Santa Barbara Sistemas)를
Eisenwerke Kaiserslautern

자리매김했음

◦ 스페인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이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국가의 외국 방위 조직과 협력하여 스페인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스페인 내에서 R&D를 장려하기 위해 스페인 정부는 군인 및 민간인을 포함해 2,000명이
넘는 인력이 결합된 기술 센터14)를 건설했음
- 스페인은 프랑스와 독일과 협력하여 2007년에 공동 무인 항공기(AUAV)에 대한 위험 감소 연구를
수행했고, EADS에 수여된 15개월 연구는 2009년에 완료되었음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긴 날개, 높은 고도의 UAV, 연장된 지체 시간. 스페인 무장 세력이 요구하는
시스템 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측 기간 동안 국방 시스템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함

◦
-

-

◦

2001년



스페인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및 영국과 유럽 기술 이전 프로그램(European
회원이 되기로 합의했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2020년 이후에 운전을 위한 미래의 전투 항공 시스템 (Future Combat Air
Systems, FCAS)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된 기술은 또한 Typhoon, Eurofighter, Rafale 및
Gripen과 같은 현재의 방공 시스템과 호환될 것임
항공 전자 장비, 기체, 통합 차량 시스템, 낮은 관측, 임무 지도 및 통제, 무기 및 무기의 통합, 지원 및
추진 분야를 충족시킴

Technology Acquisition Programme, ETAP)

역외 외국 정부와 스페인 정부 간의 협력이 점차 증가해 왔는데, 스페인은 국제 파트너와의 방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 협정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였음
- 군사 산업 기지를 지원하고 조달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현 시나리오에서 주요 초점인
경제 개발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함
-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스페인은 무역 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 협약에 서명했으며, 노르웨이와 스페인
정부는 위성통신에 초점을 맞춰 양해각서 (MoU)에 서명할 것을 고려 중임
- 2013년에 스페인과 폴란드는 군비 및 물자, 통신, UAV(무인 공중 차량), 전자 장치 및 위성 분야에서
군대를 확대했음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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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사항
1) 외국기업 투자환경

◦ 스페인은

EU

회원국 중 하나로, 다른

EU

국가로 진출하는 거점국가로 활용

할 수 있고 중남미로의 진출로도 거점 국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국가임

◦ 세계은행의 사업환경 분석 보고서
환경은
-

개국 중

190

‘Doing

Business

에서 스페인의 기업

2020’

위로 평가됨

30

스페인은 기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업환경평가점수(Distance
DTF)가 86.90점으로 190개국

중

97위를

to Frontier,

차지하고 있음. 건설허가 처리 등은

79

위로 건설허가 등이 쉽지 않은 기업환경으로 나타남
-

소수 투자자 보호 수준은

28위로

소수 투자자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국경 간 거래환경은

DTF점수가 100점으로

국경 간 거래환경이 잘 조성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파산 해결도

18위로 DTF

점수는

79.20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 스페인은 계약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을 더 쉽게 체결할 수 있도록 법원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기업 활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음

(1) 수입금지품목

◦

EU

회원국인 스페인은 유럽연합(EU) 수입규제 정책을 따르며,

EU

회원국은

단독으로 유로존 역외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할 수 없음(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

EU

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함)

EU

집행위의 조사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

에서 동시 이행됨

◦ 따라서 역외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뿐만 아니라

,

반덤핑 조치, 상계관세 조치,

14)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INTA(National Institute of Aerospace Technology)로 추정됨
(http://www.inta.es/opencms/export/sites/default/INT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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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전체 유럽연합

개 회원국에 동일하게

27

적용됨

◦

EU

내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들은
를 통해 발표됨.

Union, OJEU)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년 3월부터 추가된

2013

EU

수입금지 품목으로

동물실험 화장품, 불법 벌채된 목제품 등이 있음

◦

는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EU

있음.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할 수 있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년 1월 1일부터

2021

는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의 분쟁지역

EU

에서 채굴되는 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등 4대 광물 수입을 금지함.
월 3일부터

7

년

2021

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빨대, 식기류, 면봉, 식품 용기,

EU

음료용 컵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됨

◦ 스페인의 대 한국 수입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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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스페인의 대 한국 수입규제 현황(2021)
연번

HS코드

1

3906909017

(Sperabsorbent polymers)

4809900020,48115

감열지(특정 중량지)

90020,

((Thermal paper (certain

4811900020

heavyweight))

4809900010,48119
00010,4816900010,

감열지(특정
경량지)(Thermal paper

4823908520

(certain lightweight))

2

3

품목명
고 흡수성 폴리머

규제내용
반덤핑(조사중)

반덤핑(규제중)

최종판정결과
ㅇ 조사개시일 : 2021.2.18
ㅇ 조사대상국 : 한국
ㅇ 부과기간 : 2020.10.20 ~
2025.10.21

ㅇ 국별 판정결과
- 한국 : 15.8%
ㅇ 부과기간 : 2017.5.4

~

2022.5.3

반덤핑(규제중)

ㅇ 국별 판정결과
- 한국 : 10.3%
(EURO104.46 / t)

ㅇ 부과기간
7225110011,72251
10015,7225110019,
4

7226110012,72261
10014,7226110016,
7226110092,72261
10094,7226110096

전기 강판 (GOES)의 입자
지향성 평판 압연
제품(Grain-oriented

: 2015.10.30 ~

2020.10.31

반덤핑(규제중)

flat-rolled products of
electrical steel (GOES))

ㅇ 국별 판정결과
- 일본 : 35.9 ~ 39.0%
- 중국 : 21.5 ~ 36.6%
- 한국 : 22.5%
- 러시아 : 21.6%
- 미국 : 22%

7312108112,73121
08113,7312108119,

ㅇ 부과기간

7312108312,73121
08313,7312108319,
5

: 2018.4.20 ~

2023.4.20

7312108512,73121

철강 와이어 로프

08513,7312108519,

wire ropes)

(Steel

반덤핑(규제중)

7312108912,73121
08913,7312108919,

ㅇ 국별 판정결과
- 중국 : 60.4%
- 모로코 : 60.4%
- 한국 : 60.4%

7312109812,73121
09813,7312109819

ㅇ 부과기간

: 2016.7.5 ~

2021.7.5
6

28046900

실리콘 메탈(Silicon
(우회 덤핑)

metal)

반덤핑(규제중)

ㅇ 국별 판정결과
- 중국 : 16.3 ~
- 한국 : 49%
- 대만 : 19%

16.8%

7307931191,73079
31193,7307931194,

ㅇ 부과기간

7307931195,73079
31199,7307931991,
7

7307931993,73079

튜브 또는 파이프 피팅

31994,7307931995,

(Tube and pipe fitting)

7307931999,73079
98092,7307998093,
7307998094,73079
98095,7307998098

자료:

KOTRA

: 2019.4.9 ~

2024.4.10

국가지역정보 스페인(검색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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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규제중)

ㅇ 국별 판정결과
- 한국 : 32.4 ~ 44%
- 러시아 : 23.8%
- 말레이시아 : 49.9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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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기업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1) 조달관행
ㅇ 인맥과 친분 없이는 정부 조달시장 진출이 불가능함
-

스페인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함. 민ㆍ관을
막론하고 총무부나 구매부서 담당자들이 영업사원의 ‘정기적인’ 방문을 받는
것을 지극히 당연히 여기고 업무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음

-

구매담당자는 영업사원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입찰을 거칠 필요가 없는
소액 주문(12,000유로 이하)을 통해서 시험하는 것이 관례임

-

납품업체가 품질과 납기, 배달 등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면 구매담당자와 납품
업체간의 본격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됨. 담당자들은 대개

개사의 이러한

3~5

신뢰기업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음
ㅇ 관보의 입찰공지는 형식적이며 사전담합 관행이 일반화되어 있음
-

구매담당자들은 자신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소수 업체 측에 관보(BOE)에 입찰공
고가 나기 최소 5개월 전부터 입찰 세부내용을 알리는 것이 일반적임. 심지
어 신뢰기업 리스트에 속한 업체가 제품사양과 납품조건 등 입찰의 세부내용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

따라서, 마감기한이 촉박하고 제품사양관련 제출서류가 까다로운 입찰에서 신
뢰기업들과 경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관보(BOE)에 입찰공고가 나가는 시점
에는 이미 낙찰업체가 내정된 경우가 많음

ㅇ 구매예산규모가 3만 유로 미만인 소액구매의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담당자가 적격업체라고 판단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실
시할 수 있으므로, 친분이 두터운 업체들에게만 입찰참가 기회가 주어짐
ㅇ 스페인 정부부처의 대금결제기간은 통상

일이며, 극심한 관료주의로 인해

180

대금결제에 따른 행정절차도 복잡하여 대금결제가 느린 편임
ㅇ 조달기관은 구매제품의 수리, 교체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찰참가 자격으로
스페인 내에 사무실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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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기업의 입찰참여 가능범위
ㅇ 스페인 공공조달법 Ley

에 이식된 유럽의회 지침 2014/23/EU,

9/2017

에

2014/24/EU

의거해, 수요기관은 공공조달 건에 대해 오로지 스페인 자국민 혹은 외국인
자연인 혹인 법인과 계약이 가능함
-

또한, 이들이 물품 및 서비스, 공사 등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경제적, 재정적 지
불 능력과 기술적 능력을 보장한다면, 입찰 행위를 금지할 어떠한 명분도 없다
고 적시하고 있음

-

사회질서에 대한 위반 및 제재에 관한 법(Ley

sobre Infracciones y Sanciones en el

Orden Social, aprobado por el Real Decreto Legislativo 5/2000)에

의거해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해 공공조달 참여시 이들을 차별할 수 없음.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자, 사회적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벌인 자, 시장 질서를 훼손하
고, 기업 능력에 대해 위조, 기회의 평등 위반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외국 업체의 경우 해당 국가에 설치된 스페인 재외공관 혹은 영사관에서 발행
하는 물품, 서비스 공급 및 공사 능력을 보증할 수 있는 신용장이 필요함
-

외국계 자회사가 시공한 공사건에 대해서는 본사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직․간
접적으로 운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본사와 계약한 것으로 간주함

3. 보건의료인증

◦ 유럽연합

의 회원국인 스페인은 의료기기와 관련하여 스페인 자국 규정과

(EU)

EU

연합회 규정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1장 제3절의 조달법령체계를
참고하길 바람

1) 개정된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법령
- 2017년 5월 25일,

유럽연합은 의료기기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의료기기

규제를 공식 발효함. 새로 추가된

EU

의료기기 규제 관련 규정인 의료기기 규

정(MDR)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규정(IVDR) 2개가 공식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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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규정( European Medical Devices Regulation, MDR, Regulation(EU) 2017/745)
※ 체외진단기 규정( 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 IVDR, Regulation(EU) 2017/74)
-

개정된 의료기기 규정

MDR은 2021년 5월 26일부터

럽 시장에 의료기기 진출 시

MDR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제조업체가

에 명시된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5월 26일까지

MDR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

<표 1-17> EU 의료기기 지침 관련 개정 전후
개정 전

개정 후

능동형 이식 의료기기 지침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AIMDD) 90/385/EEC

의료기기 지침

의료기기 규정
European Medical Devices Regulation(MDR)
Regulation(EU) 2017/745

Medical Devices(MDD) 93/42/EEC

체외진단기 규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지침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IVDMDD) 98/79/EC

◦ 의료기기 규정
-

In vitro Diagnostic Regulation(IVDR)
Regulation(EU) 2017/74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15)

MDR

제품의 범위 확대: 의료기기 및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의 정의가 확대되어 의료
목적이 없는 미용 목적 이식형 기기들과 건강 상태 확인 및 질병 예측 장치들도
포함함

- ‘자격을

갖춘 인력’ 식별: 의료기기 제조사는 조직 내에서 새로운

MDR규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최소 1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함
-

고유 식별 코드(UDI) 사용: 당국이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
기기를 빠르게 추적 및 회수하기 위해 동 메커니즘을 사용하도록 함

-

엄격한 사후 시장 감독: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인증기관의 사후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함

-

기술사양(Specifications):
기준은

EU

MDR과

관련된 공통 기술 사양(Common

Specifications)

집행위원회가 설정함

15) MDR 의료기기 규정의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웹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함
https://www.tuvsud.com/ko-kr/industries/healthcare-and-medical-devices/medical-devices-and-ivd/medical-devicemarket-approval-and-certification/medical-devic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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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접촉 시간 및 침습성에 따른 기기의 등급 재분류: 더욱 엄격하게 임상 및
정기 정밀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분류 규칙을 검토함

-

의료기기 관련 엄격한 임상 증거 요구 및 임상 평가: 안정성 및 성능에 대해 이
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함

◦ 체외진단기 규정
-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IVDR

제품의 범주 확대: 고위험 의료기기 및 진단 서비스, 민감성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가 포함됨

-

기기 재분류: 목록이 아닌 위험 수준에 따라

IVD

기기가 제대로 분류될 수 있

도록 관련 규칙이 제공됨
-

제품 규정 준수 책임자 확인: 의료기기 제조사는 조직 내에서 새로운 규정인
MDR의

-

준수를 감독하는 최소 1명 이상의 책임자가 필요함

인증기관 참여 확대: A등급 의료기기 외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을 위해 인증기
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음

-

고유기기 식별 구현: 고유 식별 코드(UDI) 메커니즘을 사용을 통해, 위험을
야기하는

IVD

기기를 빠르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함

-

기술 문서 및 임상 증거에 관한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음

-

인증기관의 철저한 검토: 엄격한 인정 규칙을 적용하여, 평가절차가 늘어날 가
능성이 커짐

-

예외 인정 조항이 없어짐: 이미 승인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새롭게 바뀐
IVDR

요구사항에 준수하여 재승인 되어야 함

<표 1-18> MDR, IVDR 주 의료기기 개정 지침 변경
의료기기 규정(MDR)
미용 목적 이식형 기기, 건강 상태 및 질병 예측을 위한 장치
도 제품의 범위 포함
MDR 잘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담당자 1명
인원 확보 요구
고유식별코드(UDI) 사용
사후 시장 감독 기능 강화
공동 기술 사양 관련 사항 발표
기기의 등급 재분류
(위험, 접촉시간, 침습성)
임상 증거 및 임상 평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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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기 규정(IVDR)
고위험 의료기기, 진단 서비스 및 민감성 정보 제공하는
검사 관련 기기 포함
IVDR 잘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담당
자 1명 인원 확보 요구
고유식별코드(UDI) 사용
인증기관 참여 확대
기술문서 및 임상 증거 평가 기준 강화
기기 재분류
(목록X,위험수준O)
인증기관의 철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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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코로나

의 유럽 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9

인증 없어도 판매할

CE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개인보호 장비(PPE, 장갑, 안면 마스크 등) 및 특정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의 시판을 한시적으로 허용함
-

일시적으로 시판을 허용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는 코로나19 관련 대체 물
품이 없거나 치료법이 없는 기기 및

EU

회원국이 요청하여 이미 시판되고 있

는 기기의 경우에만 의료기기 시장에 진입 가능함
- 2020년 10월 28일,

제3국을 통한 의료기기 및 보호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유지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스페인 왕실령 2/2021의 의약품 및 의료용품 규정

◦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2/2021

월

3

일 왕실령

29

이 발령되었음.

2/2021

법 4장 제20조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규제하는 스페인 기

관(Agencia
본래 왕실령
-

년

2021

Española

de

Medicamentos

y

Productos

Sanitarios,

은

AEMPS)

호의 제15조 규정이 적용됨

7591/2009

해당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스페인 내 시판이 가능함. 그러나 수술 마스
크 및 수술 가운은 기존 평가 기준에서 미달될 경우, 예외적으로 이전 사례에
빗대어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한 후 위생 보증을 설정할 수 있음

-

동 법의 3장

21조는

소독용 젤 및 알코올 용액에 함유된 바이오 에탄올을 허가

하고 있음. 원칙적으로는 유럽약전(European

Pharmacopoeia)에서

허가한 화학물

질이 사용되어야 하며,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규제하는 스페인 기관이 이를 허
가할 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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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스페인 공공조달시장 진출유망품목 선별
제1절 조달수요예측

1. 최근 동향
1) 스페인 경제개건계획

◦ 스페인은 코로나

-19

에 있으며,

팬데믹 이후,

로부터

EU

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 중

2,400

억 유로의 경제회복 기금을 받아, 이를 통해 디지

1,400

털화 및 그린산업에 투자할 예정임
스페인은

-

2020년 10월

중 보조금

720억

스페인 경제재건계획에서,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유로를 친환경 경제(37%), 디지털 경제(33%), 양성평등 및 사

회적 유대강화 등 기타(30%)로 나누어 집행할 것을 공표하였으며, 이를
주요 방안으로 세부화하였음

(<표 2-1>

10대

참조)

<표 2-1> 스페인 경제재건계획 10대 주요 방안
주요 방안

(단위
주요 내용

:

백만 유로,

%)

총예산

비중

① 인적자원 양성

12,960

18

영유아 교육, 전문인 양성 교육, 디지털화 교육 등 강화

② 과학 혁신 역량 및 국가보건시스템 강화

12,240

17

R&D

③ 기업 현대화 디지털화

12,240

17

중소기업, 제조기업, 관업업 종사 기업의 경쟁력 제고

11,520

16

도심 지역 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과 주택
재정비, 농어촌 지역 환경 및 인프라 개선

⑤ 인프라 개선 및 친환경 복원시스템 구축

8,640

12

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적 사회 인프라 확립

⑥ 신재생 에너지 전환

6,480

9

비탄소화를 위한 친환경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⑦ 새로운 장기용양 제도 및 고용정책 도입

4,320

6

취약계층, 고령자 및 실직자 지원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⑧ 21세기 공공행정 선진화

3,600

5

공공행정 시스템 최첨단 기술 도입

⑨ 스포츠 및 문화산업 육성

792

1

문화스포츠 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

‧
‧

‧

④ 도시 농어촌 개발 및 인구감소 대응

⑩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역량 및 공공보건시스템 강화

0
0
공공지출 효율화, 재정적자 감축
재정시스템 개혁
자료: BOE, 스페인 관보; KOTRA(2021), 2021 스페인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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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gital Spain 2025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과거 전통적이고 대면적인 문화에서
언택트･온라인 수요 확대로 디지털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원격근무와 온라인 교육 확대로 전산장비 각종 홈오피스 용품 등 판매 증가 지속
향후 전자･디지털 기술 및 인프라 관련 제품 시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함
19

,

,

- 2020년 8~9월

,

웹캠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00%,

증가하였으며, 노트북,

태블릿, 키보드, 마우스 등 원격근무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액이

◦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관련 법령 마련이 시급해 짐에 따라
근무에 관한 법률(Real

60%

이상 증가함16)
년 9월 ‘원격

2020

Decreto-ley 28/2020, de 22 de septiembre, de trabajo

을 채택한 후 스페인 관보(BOE)에 공표하는 등 원격근무 사회로

a distancia)’

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
-

스페인국립통계청(INE)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전에는 원격근무 노동자의 비율이 약
로 낮았으나 최근

-

34%까지

10년

다른 유로존 국가보다 상대적으

증가함

스페인 하우메프리메로대학교(La
연구에 따르면, 약

4%대로

2020년

Universidad Jaume I de Castelló)에서

후에는 현재 직업의 약

50%가

실시한

원격근무 형태로 전환

될 것으로 예측함

◦ 고령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페인은 코로나

19

사태로 각 자치주 차원

에서 원격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어, 원격 의료 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기준, 스페인 인구의 노령화 지수는 138.7로 OECD 국가 중 8위에 있음
- 2020년 6월,

안달루시아 의회는 원격 의료 장비 공공 조달을 위해 모 기업과

컨설팅을 가졌으며 해당 사업은
- 2020년 11월,

200만

바야돌리드 보건부는

유로 규모임

2021년

16) 출처: Alimarket(검색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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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중

950만

유로는 원격의료 지원사업을 위해 사용

될 예정임
- 2024년까지

갈리시아 자치주는 1억

5,500만

유로를 투자하여 공공의료시설을

짓고자 함
-

최근 스페인 통신회사

Movistar는 Teladoc Health와

협력하여

24시간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스페인 정부는 디지털화를 장려하고자

‘Digital Spain 2025’

발표,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산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Digital Spain 2025: 10개 핵심전략으로 구분, 2025년까지 총 1,400억 유로 예산 투입(공공 200억/민간
1,200억)

-

특히, 스페인 정부는 스마트 국토 개발의 핵심 인프라가 될
2017년

이미

5G

활성화 계획 발표,

5G

구축을 위해

주파수 대여관리, 파일럿 서비스와 인프

5G

라 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음

<표 2-2> 디지털 스페인 2025 핵심전략 및 목표
2025년 목표

핵심 전략

① Connectivity 개선

전지역에

② 5G망 확대

산업생산성 제고 및 사회적 발전 실현을 위해

③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개선

스페인 노동자의

④ 사이버보안 강화

2만

⑤ 공공기관의 디지털화

공공서비스 업무의

⑥ 기업의 디지털화

중소기업/스타트업 매출의 최소

⑦ 핵심산업의 생산구조 디지털화

관광, 에너지, 농식품 등 주요 핵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위한 프로젝트 개발

⑧ 유럽의 영상 콘텐츠 플랫폼으로 육성

스페인의 영상 콘텐츠 제작 규모

⑨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스페인 기업 중 최소

100Mbps급

80%가

명의 사이버보안,

⑩ 시민, 기업 관련 법적 디지털 환경

인터넷망 보급,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
주파수 대역 준비

기본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AI,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50%를

모바일 앱 통해 처리 가능하도록 준비

25%가 AI

디지털 권리 헌장 마련
재정비
자료: BOE, 스페인 관보; KOTRA(2021), 2021 스페인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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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통합계획(PNIEC)

◦ 스페인 정부는

의 탄소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EU

년~2030년 국가 에너지

2021

및 기후변화 통합계획(PNIEC)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 소
비의

42%,

전력생산의

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75%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전환법 제7/2021(Ley
를 발효하였음. 향후

transición energética)

7/2021

de

년 5월

2021

cambio

일

22

climático

y

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추어 관련

EU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

‧ ‧

동 계획은 비탄소화,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안, 에너지 내수시장, 개발 혁신 경
쟁력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관련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는
코로나19 극복 지원 자금 및 스페인 정부의 자금을 통해 총 사업예산의

EU의
80%를

공공조달로 진행될 예정임
-

상기 법안에 의거하여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
야하는 기업의 유형을 정하는 규제를 1년 내로 마련할 예정임.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5년에 걸쳐 정량화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위한 목표가 포함되어야 함

○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전환법

의 제

7/2021

항은 공공조달을 다루고 있는데,

31

공공조달 분야에도 환경 및 에너지 지속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
-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법적인 기준이 공공조달에 적용
될 예정임. 이 기준은 스페인 환경전환및인구부(Ministerio
Ecolóogica y el Reto Demográfico)와

para la Transición y

스페인 재무부가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마련 후 조달에 적용될 예정. 공공조달과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 기
준을 반드시 준수해야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공공조달 입찰 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공공개발 시 온실 가스 배출 및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함

-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건축자재를 사용해야함

-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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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을 고려해야함(예를 들어 공해 배출량이 적고 단열이 높
은 원자재의 사용 등이 있음)

<표 2-3> 2021-2030년 국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통합계획
분야

비탄소화

Ÿ
Ÿ
Ÿ
Ÿ
Ÿ
Ÿ
Ÿ

주요
신재생 에너지 기반 전기발전 시설 확대
전력 수요, 저장 최적화 및 전력시스템 유연화 제고
신재생 에너지 통합을 위한 전력망 정비
신재생 에너지 기반 에너지 저가소비 촉진
제조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지열 에너지 개발 확대
일반 시민, 중소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의 소형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육성

정책
Ÿ 차량의 바이오연료 소비 확대
Ÿ 재생가스 (renewable gas) 생산 및 소비 촉진
Ÿ 기존 전기 발전 및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 최신
기술 적용
Ÿ 재생 에너지 생산자와 대형 소비자 간의 양자간
계약 지원
Ÿ 바이오배스 활용 프로그램 추진
Ÿ 섬 지역의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추진

에너지
효율

Ÿ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도심
모빌리티 방식 전환
Ÿ 각종 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화 제고
Ÿ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자동차 구매 촉진
Ÿ 전기자동차 판매시장 촉진
Ÿ 기업의 제조과정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 도입

Ÿ 거주용 건물, 일반 공공/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
Ÿ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 촉진
Ÿ 대형 공공시설 및 일반 건물 내 에어컨 에너지
효율성 제고
Ÿ 농수산업 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Ÿ 에너지절약기업(ESCO) 육성 및 확대

에너지
보안

Ÿ 에너지 보안을 위한 석유 및 천연가스 필수 재고
유지 및 관리
Ÿ 섬 지역의 석유 및 석탄 의존도 축소

Ÿ 대체연료 충전소 확대
Ÿ 지역간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Ÿ 긴급상황 시 대처방안 강화

Ÿ 프랑스 및 포르투칼과의 전력망 공유 강화
Ÿ 국내 전력시장 선진화 (수요 관리 개선, 에너지
보관 기술 향상, 경제의 비탄소화 등)

Ÿ 기업간 경쟁강화를 통한 에너지소비자의 권익보호
Ÿ 국내 천연가스 시장 선진화 (LNG 저장기술 개선,
재기화 시설 확대 등)

Ÿ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전략 구상
Ÿ 저탄소 관련 기술 육성
Ÿ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연구소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기술연구 지원
Ÿ 녹색혁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공공구매 확대

Ÿ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이전을 위한 공공
벤처캐피탈 확대
Ÿ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혁신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지원방안 마련

에너지
내수시장

‧

개발 혁신
경쟁력

‧

자료: BOE, 스페인 관보; KOTRA(2021), 2021 스페인 진출전략

◦ 스페인 정부는 에너지 산업 중 미래 핵심 산업으로 수소경제를 선정

년

, 2050

까지 2단계로 분류된 ‘국가수소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발전소 7개 폐쇄 완료하는 등 전국

개 석탄 화력발전소를

15

년 6월 기준 화력

2020

년까지

2025

100%

운영 중단하여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지로 대체할 계획이므로, 이와 관련된 지
속적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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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국가수소로드맵 단계별 목표 및 주요 내용
단계(기간) / 사업규모

분야별 목표 및 내용

① (수소 생산) 생산량 확대, 비용절감을 위해

4GW

② (산업 활용) 전체 산업용 수소에너지의 최소
1단계 (2020~2030년) / 89억

유로

‧

③ (교통 운반 수단) 최소
*

수소연료전지 버스

28%를

150대,

규모의 전기분해장치 설치

25%를

수소에너지 활용

수소차량

5,000대

운행, 수소 충전소

④ (에너지 보관) 잔여 에너지 활용 프로젝트 준비 중
2단계 (2031~2050년) /

예산 미정

청정수소로 활용
100대

‧

설치 운영

‧

① 2050년까지 산업, 교통 운반 외 항공, 해상 등 수소에너지 활용 분야 확대
② 스페인의 탁월한 기후, 지리적 이점 활용, 유럽 인근 국가에 수소에너지 수출

자료: BOE, 스페인 관보; KOTRA(2021), 2021 스페인 진출전략

◦ 더불어 스페인 내에서 친환경 전기차 보급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자동차산
업에 특별보조금

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으로, 친환경 전기차 뿐 아니라

37.5

해당 생산 및 충전소 인프라의 수요도 높아질 전망임

2. 진출사례를 통한 진출가능성 예측

◦

에서 조사한 진출기업들이 스페인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

KOTRA(2021)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음
-

시장 자체에서 물류비용과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량구매를 선호하여 가격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어렵고, 부품과 같은 중간재의 경우 소량 수요에 맞게 일
부 개발하거나 기술사양을 변경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큼. 즉 시장수요에 맞
는 테스트베드 비용이 조달시장 진입 전에 상당히 듦

-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제품의 경우 배송기간이 길어 빠른 납기를 보장해주는 중
동 및 유럽, 미주 지역에서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현지 공급사에게 재고관리
를 일임하는 경향이 많아 중간 유통망 확보가 싶지 않음. 또한 현지

A/S

요구

가 빈번한 기기 및 기계류의 경우 현지 파트너를 확보하지 않으면 대응하기 쉽
지 않음
-

스페인은 유럽의

CE

마크 또는 품목에 따른 별도의 위생인증 및 국제인증을

보유하도록 요구되며, 개별제품의 스펙별로 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비용이 많이 드는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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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

에서 시행착오 요소로서 언급된 내용으로는 스페인 수송기에 대한

2-5>

산업협력 요구와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관리 등이 있는데, 이는
업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함
-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 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 국가는 산업협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방식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건의사항으로 언급된 내용으로는 한국과의 교역으로 수출국가가 증가
하면 미국의 범세계 잉여물자 재분배 제도와 같이 수출국간 혹은 한국의
잉여부품을 긴급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출확대를 도모하자는 의견이 있음

◦ 이러한 애로사항에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성공하게 되는 요인
으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

우선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정치·외교적 이벤트를 통해 또는 현지 에이전
트를 통해 진출기회가 발생할 경우, 국방부 내

DGAM에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수요를 잘 맞추는가가 관건인 것으로 파악됨
-

스페인 각 군에서의 소요제기가 있지만, 소요된 품목에 대한 우선순위와 모델에
대한 최종결정은

DGAM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DGAM의

획득실장과의 접촉이 전

략적으로 매우 중요함
-

방산물자 아닌 의료기기 사례의 경우, 최신

K-방역

이미지에 힘입어 유럽의 글

로벌 기업 제품과의 차별성 및 강점을 강조함에 따라 품질 인정을 받았다는 점
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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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국내기업의 스페인 진출사례 종합
진출기업

*

KAI

진출
형태

조달품목

직접
진출

훈련기

성공요인

▪에어버스 출신의 에이전트 활용
다양하고 명확한 정보력 보유
▪직접적인 마케팅 활동
명확한 수요파악을 통한 마케팅
▪외교적 이벤트 참여를 통한 기회 확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정부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글로벌 업체들과 성능 비교 동등성 입증
▪토탈솔루션 관점의 접근
▪ 방역 이미지 후광 효과 작용 및
스페인 방역 관련 시장동향 파악
▪사전 스페인 내 요구인증 획득
(

)

(

한화지상방산*

직접
진출

자주포

)

,

,

바이오니아

직접
진출

분자 진단기
RNA

추출키트

K-

장애요인/시행착오

▪스페인의 수송기 산업협력 요구
▪스페인 경제위기로 인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환경적
변수

▪서유럽 진출을 위한 끈질긴
준비 요구
▪글로벌 유럽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진출전략 필요

* 진출시도사례의 경우, 진출성공요인을 파악할 수 없는 바, 진출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요인으로 대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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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진출유망품목

◦ 우리나라의 스페인 수출품목

,

전문가 추천 유망품목, 스페인 주력산업 분야를

비교 분석하여 스페인 조달시장 진출 가능 품목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2-1> 스페인 공공조달 진출유망분야
수출품목

전문가 추전품목

진출유망분야 (종합)

승용차, 합성수지,
전기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합성 원료, 알루미늄
조가공품,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기타
정밀화학제품 및 원료

의료기기 및 소모품,
방역물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기차,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기자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및 부품,
공기청정기,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및

스페인 주력사업

➡

장비/소모품, 방역물품,
디지털 제품 및 장비,
공기청정기, 배터리, 친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기자재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 의료기기 및 원격 의료 장비 산업, 스마트 시티
및 스마트 팜, 그린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린뉴딜 관련
제품)

★ 우리나라 중점분야
* 전문가 추천품목은 KOTRA 무역관, 공여국 원조기관 조달관, 에이전트 등에서 한국이 유리한 품목으로
추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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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달 프로세스별 세부 진출가이드
제1절 사전준비단계
[ 일반입찰 참여방식]

▪ 입찰기업등록청에 사전기업등록을 할 경우 외국기업은
▪ 입찰기업등록청에 필수적으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

번호를 보유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음
입찰참여마다 등록간소화의 혜택이 있어, 이를

DUNS

,

활용하면 좋음

[ 중앙조달(CC) 공급자 등록을 통한 참여방식]

▪ 중앙조달

(CC) 사이트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중앙조달 물품/용역에 대해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며, 외국 업체가 해당 사이트 등록 및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스페인 세무번호(NIF)가
요구됨. 결국, 스페인 현지법인화가 요구됨

1. 입찰정보의 수집

◦ 스페인 공공조달 입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전자조달 플랫폼(Plataforma
정부 관보(Boletin
-

de

Contrataciones

Oficial del Estsdo; BOE)18)

del

EU

관보(OJEU), 스페인

Estsdo)17),

스페인 중앙

가 있음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입찰은 관보(BOE)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하며, 자치주 등도 중앙관보 또는 지방관보에 공고해야 함

-

공공조달계약금액이 공사

515만

유로 이상, 물품 및 서비스의 경우

이상인 경우 구매당국은 입찰공고 최소
사전 계획서'를

EU

50일

75만

유로

전 최대 1년 전에 '입찰에 대한

관보, 구매 당국의 자체 사이트, 스페인 전자조달 플랫폼

에 사전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17) 스페인 전자조달 플랫폼 홈페이지: http://contrataciondelestado.es
18) 스페인 중앙정부 관보 홈페이지: http://www.bo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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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이트 >

▪
▪

[유럽관보] DOUE/TED: http://ted.europa.eu (영어버전을

선택하여 접속)

[스페인] BOE: http://www.boe.es (영어선택가능)
CONTRATACION: http://contrataciondelestado.es (영어선택가능)

BOE: 스페인 중앙관보로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대부분의 입찰공고를 볼 수 있으며, 자치주 등도 중앙관보
또는 지방관보에 공고할 수 있음

▪ 일정 계약금액 이상의 입찰공고에 대해서는 사전공고와 정식공고 모두

BOE에서

의무적으로 공고함

CONTRATACION: 스페인의 전자조달 플랫폼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까지의 입찰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기관의 프로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스페인 공공조달은 각 자치주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는 분산

,

조달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각 구매 당국은 사이트를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자치주의 관보 인터넷 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표 3-1> 스페인 자치주 관보 관련 홈페이지
자치주 관보

홈페이지 주소

마드리드관보(Boletin

Oficial de la Comunidad de Madrid)

http://www.bocm.es

까딸루냐관보(Boletin

Oficial de la Generalitat de Cataluna)

www.gencat.es

아스뚜리아스관보(Boletin

Oficial del Principado de Asturias)

빠이스바스코관보(Boletin
발렌시아관보(Diario

Oficial del Pais Vasco)

Oficial de la Generalitat Valenciana)

◦ 입찰공고에는 제안서 제출 기한

,

https://sede.asturias.es/
www.euskadi.net
www.pre.gva.es

필수제출서류, 보증 필요여부, 계약의 종류,

절차, 제출기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및 양식 등은 입찰공고에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 방
문을 통하여 다운받거나 제출기관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스페인의 입찰공고는 사전공고와 정식공고로 구분되며

,

접근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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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사전공고
-

입찰 사전공고는 입찰자가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계약에 필요한 제안서의 제
출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내는 공고임. 최소
1년

-

50일에서

최대

전에 공고를 함

사전공고는 계약기관이 계약절차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무사항은 아
니나, 일정 계약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임

-

건설용역 계약금액이

515만

우, 발주처는 입찰공시

유로 이상, 물품/용역 계약금액이

1년

75만유로

이상인 경

전에 ‘입찰에 대한 사전계획서’를 유럽연합관보

(Diario oficial de Union Europea, DOUE)와

발주기관 사이트 혹은 스페인 전자조

달 사이트에 공표할 의무가 있음
-

공익설비 발주처의 경우, 향후
역과,

75만

(DOUE),

12개월간

공고할

527만 8,000유로

이상의 건설용

유로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한 입찰사전계획서를 유럽연합관보

스페인 전자조달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가 있음(최소 1년

에 한 번) [공익설비에 대한 입찰정보는 정기공고, 일반공고, 입찰자격 공고 등
을 통해 공표됨]

◦ 정식공고
-

중앙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은 스페인 중앙관보(Boletin
BOE)에서

-

oficial de Estado,

공고함

그 외 지방자치주별 관보(Boletin
별 관보(Boletin

oficial de la comunidad autonoma)와

oficial de la provincia, BOP)

지역정부

등이 있음

- SARA계약(Contractos Sujetos a Regulation Armonizada,

유럽공동규정 대상 계약)

의 경우, 유럽연합관보에 반드시 공시해야 함

◦ 그 외 대부분 모든 정부 기관은 웹사이트를 통해 입찰을 공고하고 있음

.

이는

공공부문 계약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관의 세부정보, 계약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 사항, 진행 중인 경매 및 입찰공고, 입찰을 위한 서식 및 낙찰진행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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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 계약유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계약
▪ 공사용역 또는 공공건설 사업권의 금액이
유로를 초과하는 계약
▪ 물품 용역 계약의 발주기관이 중앙행정부 자치정부 사회보험관리기관일 경우
계약과 기타 기관인 경우
유로를 초과하는 계약
▪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계약
5,150.000

/

,

,

133,000유로를

초과하는

206,000

2. 벤더등록

◦ 스페인 공공조달은 스페인 국내기업

,

EU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회원국 내 기업,

WTO

GPA(WTO

가입국의 입찰참가가 허용되므로 한국

기업도 참여 가능함
-

스페인 자국 기업 혹은

EU

내 기업이 아닌, 비

EU

회원국 기업인 경우에도 스

페인대사관이 공증한 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므로 스페인 현지법인 등록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향후 입찰기업등
록청(Registro
E)19)에

Oficial de Licitadores y Empresas Clasificadas del Estado,

사전등록시 스페인 세무번호(NIF)와

EU내

ROLEC

부가가치세번호(VIES) 등을

요구하므로 결국엔 현지법인 설립이 필수적임.
-

또한,

DUNS

번호를 가진 기업도 사전등록이 가능함.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법

인화하지 않는 한 사전등록이 어려움. 유럽 내 기업이면 스페인 사업자등록번
호 대신 유럽국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체하여도 됨. 스페인이 아닌 유럽국가
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할 때, 해당 국가의 약자를 앞에 사용함(예: 영국 법
인인 경우,

GB000000)

◦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나

,

스페인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찰기업

등록청에 사전등록을 하는 것이 입찰참가시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간
소화할 수 있어서 권장됨
-

입찰기업등록청에서 발행한 입찰자격서는 각 기업의 참여분야와 품목을 구
분함. 경제적, 재정적 신용, 공시용역 및 물품공급 계약건의 기술적 신용을 심사

청 홈페이지: http://registrodelicitadores.gob.es/rolece/public/inicio.action

19) 스페인 입찰기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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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증명서임. 따라서 이를 확보한 기업은 회사의 법적 지
위 혹은 신용확인서를 입찰자격서로 대체할 수 있음
- 350,000유로

이상의 공사계약건과

120,000유로

이상의 용역계약건의 경우 입

찰자는 입찰기업등록청이 발행하는 입찰자격서(clasificacion

de las empresa)를

제출해

야함
<입찰자격서 유효확인>

▪계약기관에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전자형식의 입찰자격서와 서명에 대한 신뢰성 무결성을
입찰기업등록청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입찰기업등록청 사이트에서 화면 왼쪽 메뉴의
입찰자격서 유효확인 을
‘Validar Certificado ROLECE(

)’

클릭하여 진행함

<입찰자격서 발행>

▪또한
▪

, 계약기관은 입찰기업등록청(ROLECE)에서 입찰참가자의 입찰자격서를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으며, 주로 입찰참가자의 균형수지(Balance), 손익계산, 자본변경내역, 현금흐름표 등에 대해
연간계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입찰기업등록청 사이트 화면 왼쪽 메뉴의 ‘Emisión del Certificado(입찰자격서 발행)’을 클릭하여
진행함

<입찰기업등록청이 계약기관에게 지원하는 기능>
1.
2.
3.

입찰기업에 의해 제출된 서명과 증명서의 유효성 확인
입찰기업의 입찰자격에 대한 평가
입찰기업의 연간 신용거래에 대한 평가

※ 자산목록 사이트(SCCE)에서의 온라인 거래
▪ 중앙조달
ó
는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되는 물품 용역에 대한 중앙조달
(Contrataci n Centralizada)

-

/

시스템임
공공조달 상용 물품/용역의 목록을 제공하며, 이 목록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모두 프레임워크
계약(FA)을 체결하여야 참여가능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체는 동 사이트에서 온라인 카탈로그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며,
견적요청이나 입찰참여요청을 받을 수 있음
결국 공급업체는 프레임워크 계약을 전제하여야 하며, 등록 시 스페인 세무번호인 NIF가 반드시
요구됨

◦ 스페인 공공조달시장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법적 지위 및 신용 지불능력 을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

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서류는

EU

회원국의 경우 해당 국가가 발행하는 사

업자등록증, 비회원국인 경우 해당 국가의 스페인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증명할 수 있음. 신용에 관한 서류는 공사

35만

유로 이상, 서비스

상의 경우 입찰기업등록청에서 발급한 입찰자격서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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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기술적 신용을 증명하는 기업신용증명서(은행잔
고증명서, 회사재무제표, 각종 인증서 등) 제출이 요구됨

-

입찰자격서는 회사의 법적 지위뿐만 아니라 신용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로 기능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외국기업의 입찰참여가 가능하나 외국기업이 입찰참가 시 스페인
법률과 재판에 따르겠다는 서약서를 써야 하며, 그 외에도 입찰 건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스페인에서 영업 및 구매 활동을 위해서는 기업은 반드시 세무번호 등의 발급이
필요하며,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과정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스페인에서 발급되는 세무번호는

NIE(Número de identificación de extranjeros)와

NIF(Número de identificación fiscal)로

구분됨.

NIE

혹은

NIF를

소유하지 않으면

스페인 내에서 어떠한 구매행위도 불가능함
- NIE는

개인의 신용확인용 번호인 반면,

NIF는

은행계좌 개설, 자산의 구매 등

과 같은 금융과 관련된 활동 시 요구되는 번호로, 신청 절차와 요구서류는 동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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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에서의 회사설립 절차: 경제적 위험부담이 적은 유한회사 중심
순서
1.

2.

최소자본금 준비 및
사업프로젝트 문서작성
회사설립 신청 관련 서류작성 및
영업준비

3.

법인설립

4.

노동부 승인

내용
최소자본금
- 유한회사 :

은행에 입금한 자본금을 돌려보낼 수 있음

7.

비자신청서 작성 후 대사관 접수

8.

비자발급

Mercantil)에

등록 : 기존에 등록된 상호명 사용 불가

-

-

-

사회보장 가입

: 60,101.21유로

-

-

6.

주식회사

-

-

-

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 -

회사의 상호명을 상업등기소(Registro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입금
작성서류의 공증

-

-

5.

3,006유로

공증받은 회사문서를 가지고 사업자 납세등록번호(EL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인 30유로 세금납부
합법회사 설립인정이 되면, 상업등기소에 정식등록
스페인 입국에서 등기완료까지 보통 1개월 소요
세무번호가 취득되면 바로 영업활동 가능

CIF)

발급

-

-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노동권 신청
회사의 파견직원 노동권 취득은 스페인서 신청한 후, 노동권 허락이 이루어지면 한국으로
귀국하여 해당구비서류를 가지고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비자신청
회사의 노동권이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6개월 정도
노동권의 발급은 처음 1년, 2년, 2년, 마지막에는 5년 기간으로 발급
합법적으로 10년 이상 스페인 거주 시 스페인 국적신청이 가능

<세무번호(NIE/NIF) 취득 >

◦ 스페인의 세무번호는 개인용인
◦ 취득절차

NIE와

회계용인

NIF가

있으며, 모두 동일한 절차로 취득가능함

NIE

등록신청을 하려면, 지역 경찰서에 가서 NIE EX14와 Residencia EX16 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음
준비서류 : 여권, 여권 사본, 2장의 컬러 여권사진
작성시 주소는 스페인 거주주소를 써야 하며, 만약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주소를 통보해야 함
처리소요기간 : 최소 2일
NIE를 발급받은 후, 경찰서에서는 Form 70(접수증)을 주는데, 이것을 은행에 가지고 가면 경찰
행정수수료를 공제함

- NIE
-

◦ 비거주 납세자의
-

NIF 취득
한국 내 스페인 영사관에 가서 신청서를 교부받음
준비서류 : 여권, 여권사본(영사관에 의해 공증을 받음) 등
스페인에서 임명된 재정적 대표가 경찰서에 가서 공증된 여권사본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함
나머지는 NIE와 동일하며, NIF는 스페인 세무서에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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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입찰참여단계

1. 오퍼(Oferta)의 작성 및 제출

◦

는 오퍼(제안서) 준비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조항으로 경쟁입찰방식에

Pliegos20)

있어 특별법의 기능을 함

◦ 입찰참여 시 필요한 서류를 얻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음. 혹은 구매기관에 전화 및 이메일
문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음
-

스페인 전자조달 플랫폼 사이트21)에서는 입찰공고문 세부사항에서 바로 다운
로드할 수 있음. 다운로드가 가능한 서류는 일반규정(안내서)과 입찰관련 서류
들로 구성됨. 이들 서류는 오퍼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함

◦ 입찰관련 서류에서 제시하는 요구항목을 잘 고려하여 오퍼를 작성해야 함

.

오

퍼의 작성방법은 자기성명(회사정보 및 어필),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들을 서
술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음

◦ 공개입찰의 경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필요 서류와 정보를 발주기관에 요

,

청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6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추가정보 요청은 접수마감 6일 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한입찰의 경우

,

입찰에 참여할 기업 중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만 선정하여

입찰초청을 함. 발주기관은 입찰참가 선정기업에 관한 결과를 공표할 때, 필요
서류와 정보, 오퍼서식 등을 모두 제공해야 함
-

기업은 공개입찰과 마찬가지로 제안서 제출기한 6일전까지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선정된 기업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공공부문 최소
문 최소

‘

10일)내

제안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짐

찾아

며 오퍼 류 내 포 됨

20) Pliegos는 http://contrataciondelestado.es’에서
볼 수 있으 ,
서
함
21) 스페인 전자조달 플랫폼 CONTRATACI N 사이트: http://contrataciondelesta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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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한 입찰 관련 서류에는 입찰자가 입찰제안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항목이
나열되어 있으며, 3가지 조항이 있음
-

일반조건

(Pliego de Cláusulas Administrativas Generales, PCAG):

모든 행정기관

일반 계약에 적용 가능한 전반적인 규정 및 조건을 뜻함
-

특별조건(PCAP
①

= Pliego de Cláusulas Administrativas Particulares)

계약의 구성요소/목적, 배정예산, 가격, 기간, 오퍼를 제출하는 입찰 기업또는
개인의 능력을 명시해야 함

②

계약평가 및 선정/절차 및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오퍼를 제출해야 하는지, 선
정 방식 및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지를 명시해야 함

③

계약의 이행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사회적 경제적 의무에 대한 기업이나
개인의 수행 방법, 계약 불이행 시 적용되는 규범 및 지불방식과 경우에 따
른 계약 변경이나 해결 방법에 대해 명시해야 함

-

기술 시효 관련 조항(Pliegos

de Prescripciones Técnicas, PPT):

구매기관이 필요

로 하는 건설, 제품 서비스의 성격이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품목에 따른
스펙을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선택함
①

가격 효율성과 기능을 기준으로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정해진 품목을 사
전에 선정할 수 없음

②

품목 선별에 적용하는 규정은 국제 규정에 따름

◦ 상기에 언급된

가지 조항에 근거하여,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주로 회사의

3

강점을 강조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서술식 입찰제안서 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스페인어에 구사능력이 뛰어난 직
원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컨설팅업체 등을 통해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함

◦ 오퍼 제출 방법은 입찰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으며

,

일반적으로 발주기관별로

상이하나 크게 우편 제출과 이메일 제출로 구분됨
-

우편 제출 및 이메일 제출은 발주처의 주소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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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입찰공고문에 우편주소나 이메일 주소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직접 관련
기관에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고 송부해야 함
-

입찰제안서 작성 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을 준수해야 하며, 제시된 기한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자동 취소됨

◦ 구매 기관에 입찰한 업체들의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는데 그 검토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제외(Oferta

Excluida):

공공조달의 성격과 거리가 먼 제안서나 다른 양식으로 작

성된 제안서를 의미함
-

기초결함(Defecto

de fondo):

구매기관이 공고한 조항에서 요구하는 필수항목

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의미함
-

정보결함(Defecto

de forma):

구매기관이 공고한 조항 중 기업이나 개인의 능력

을 보증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증명서 및 보증서가 부족함을 의미함
-

결함시정(Subsanacion): 입찰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 검토 시 올바르게 작성되지 않
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수정할 수 있도록 공지함

◦ 입찰제안서가 위의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해, 입찰공고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에 증명하는 증빙 및 보증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2. 낙찰자 선정

◦ 낙찰자 선정 과정은 필수서류 구비 여부 심사

,

제안서 평가, 낙찰의 단계로

이루어짐

◦ 필수서류 구비여부 심사는 입찰참가 마감일로부터 보통

개월 이내에 완료됨.

1

제출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완전히 구비되지 않은 경우, 3일 이내에 이에 대한
보완이 서면으로 요청됨. 3일 기간 내에 하자가 보완되지 않는 경우, 입찰 참가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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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는 구매기관에서 평가 위원회를 소집해 평가하며

,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제안서는 입찰 목적에 맞는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채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

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경우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의심이 가는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Baja

-

Temeraria)

평가 기준은 계약의 목적 등에 따라 가격, 품질, 기술, 디자인, 수익성, 계약이
행 기간,

◦

A/S

등이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음

입찰제안서 평가는 공공부문 계약법(Ley
Contratos

del

Sector

30/2007,

de

30

de

octubre,

de

에 의거하여, 입찰 개인이나 기업의 내부재무

Público)

상태 및 대행 능력, 기술 전문성, 계약수행에 대한 능력, 법률 사항 등 전반에
걸친 평가를 의미함

◦ 평가 기준

:

가격, 품질, 기술평가, 디자인, 수익성,

A/S,

계약 이행 기간 등을

평가의 기준으로 함

◦ 심사평가 방법론

: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최저가격 접근법과 가격 이외의

여타 항목을 평가하는 접근법(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접근)을 활용함

◘ 차 평가
◦ 우선 계약기관은 입찰자가 필수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제출된 서류에 오류나 에러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며 이에 따라 차 합격 및 불합격을 판단함
◦ 에러사항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결함시정
으로 분류 시정사항에 대한 통보를 서문으로
1

,

,

,

1

(Subsanacion)

-

,

통보, 최대 3일간의 시정기간을 둠
이 시정기간내에 시정되어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1차 평가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찰제안서를 제외한 참가기업에 대한 서류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입찰제안서를 검토함

◦

◘ 차 평가
◦ 계약기관에서 차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주관적 평가방식에 의해 오퍼를 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그 평가결과를 계약기관에 통보함
◦ 차 평가에서 가장 중요시될 수 있는 요인은 입찰자가 제시하는 가격임
◘ 차 평가 낙찰자 선정심사
◦ 차 평가는 차 평가에서 선별한 오퍼에 대해 즉 합당한 오퍼를 제출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오퍼를
2

2

,

,

2

3
3

:

2

,

다시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채점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오퍼를 제출한
개인이나 기업을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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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가격이 가장 낮은 입찰(Baja Temeraria)에 대해 계약기관은 품질이나 서비스 관련하여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낙찰가를 제시한 입찰자에게 추가 세부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입찰제안서를 평가하는 2-3차 평가는 검토가 시작된 다음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단 검토해야 할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공익설비 입찰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심사(1차 평가) 기간 없이 입찰자로부터 신청서 또는 제안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낙찰 여부를 결정함
평가 기준으로는 품질, 가격, 납품기간, 비용, 환경문제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제안을 선택함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대해 영국과 마찬가지로 발주처에서는 크게 최저가격기준과 경제성
기준(MEAT : the Most Ecomonically Advantageous Tender) 등 2가지 접근방법을 활용함

◦
◦
◦
◦
◦
-

Approach 1 : 최저가격 접근법
최저가격 제시자에게 낙찰하는 방식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이 제시될 경우 발주처는 동 입찰참여자를 입찰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외 전에 관련 입찰참여자에게 서면으로 입찰구성가격의 상세명세서를 요구하여 제시된 가격의 비정상
여부를 검토함
너무 낮은 가격으로 인해 입찰에서 제외된 경우, EU집행위에 보고됨

▪
▪
◦
-

-

-

Approach 2 : MEAT 접근법
가격 이외의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며, 이들 기준을 모두 종합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게
낙찰하는 방식
발주처는 당해 계약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여러 요인을 복합적용할 수 있는데, 주로 가격, 납품기일,
운영비, 효율성, 품질, 미학적 및 기능적 특징, 기술적 이점, A/S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음
MEAT 접근법을 활용할 때 평가되는 요인과 우선순위는 공개경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한경쟁인
경우는 입찰서류에 명시됨

◦ 구매 당국은 제안서 평가 및 낙찰의 선정기준이 가격뿐인 경우 제안서 평가
시작일로부터

일 이내, 가격 이외의 기준을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일반

15

적으로 2개월(변동 가능) 이내에 입찰 참가자들에게 통보해야 함
-

가격 이외의 요소가 평가 기준일 경우, 구매 당국이 게시한 입찰공고 내 결과
통보 기간을 잘 살펴야 함.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아님

-

결과 통보 기간 낙찰자는 입찰참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손해
도 배상할 의무를 갖지 않음

◦ 낙찰 여부에 대한 통보 후

,

일 이내 입찰 참가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15

낙찰자는 구매 당국과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됨. 계약체결에 필요한 납세
증명서, 사회보험료 납부 증명서, 기타 필요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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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선정
◦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은 임시 선정과 확정 선정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임시 선정을

,

‘1차

선정’이라 칭하는 경우도 존재함

◦ 구매기관은 각 입찰자에게 낙찰 여부 및 오퍼 평가에 관한 결과를 상세히 통보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

공공부문 계약법에 의거 통보방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짐
가격 기준에 의해 평가된 경우 : 오퍼 평가 시작으로부터 15일 내 통보
가격 기준 이외에 평가 기준이 적용된 경우 : 일반적으로 2개월을 기준으로 각 계약기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이 기간에 낙찰자는 제안서를 유지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어떤 이유에서든 낙찰에 대해 포기를 할 경우,

,

어떤 법적 손해배상이나 의무를 지니지 않음

◦ 만약 임시 선정 낙찰자가 이 임시선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 계약이 조화고정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계약법에 의거 , 입찰자가 특별히 청원이나 청구할 권리인 특별청구권 (Recurso Especial en
Materia de contrato) 이 주어짐

※ 조화고정계약
-

모든 계약은 100% 공공부문 계약법에 의거 진행되어야 하며, 계약기관의 종류에 따라 입찰에 있어 공
공부문 계약법에 의거, 구매금액이 차별화됨
①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부문 계약법 규정을 100% 따라야 하는 경우
② 공공부문 계약법 이외 계약기관내 조달규정을 적용해도 되는 경우
a. 중앙정부조직은 133,000유로 미만일 경우
b. 자치정부나 지역정부는 206,000유로 미만일 경우

◦ 공급업체는 임시 선정이 발표된 다음 날로부터 납세 증명서

,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 확정 선정
◦ 임시 선정에 대한 통보 후

15일

사회 보험(의료보험)세 납부증명서, 이외에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15일이

지나도 계약기관에 의해 특별청구권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없으면

확정선정 절차로 들어감

◦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필수서류 및 체결을 위한 확정 담보를 제출하면 임시 선정에 있어
제출한 담보에 대해서는 반환됨
◦ 확정 선정 후 만약 어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낙찰에 대한 포기를 한 경우 임시 선정에서 제출한
,

담보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음

◦ 평가결과 통보 후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확정 담보
-

, 납세의무에 대한 증명서(납세 증명서),
사회안전보장의무에 대한 증명서(사회 보험세 납부증명서), 기타 조항에 따른 필요 증명서 등으로 이미 임시
선정 후 제출한 상태라면, 확정 담보만 제출하면 됨
기타 증명서는 확정 선정에 대한 통보와 함께 명시되며, 위 필수서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업체는 자동으로 불합격처리 되고, 다음으로 높은 오퍼 평가를 받은 기업이 새롭게 임시 선정 통보를 받음

◦ 최종 확정 선정 결과는 임시 선정 발표 후

15일~30일

사이에 공표되며, 이 기간에 낙찰되지 않은 업체는

이의제기할 수 있음

◦ 공익설비 입찰에 선정된 공급업체는 결과공표일로부터
이의제기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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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에서는 대부분의 입찰유형이 공개경쟁입찰인 경우가 많으며

,

낙찰자 통보

절차가 이루어지면 계약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주처의 요구조건에 대해 약간의 협상이 있을 수 있으나

,

원칙적으로는 계약범위를 확인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큼

◦ 일반적으로 계약협상은 발주처의 특정 요구조건에 더욱 부합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계약관리 조건을 공급업체와 협의하게 됨
-

발주처의 특정 요구조건을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절차임

◦ 낙찰자 확정선정 후 필요 필수서류를 제출한 다음에는 계약체결절차로 들어간
것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은 확정 선정 후 약 일간 소요됨
◦ 계약체결 시 확실히 명시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Formalización)

,

10

-

사업 분야(업종)에 대한 확실한 신원증명: 입찰자격서로 가능

-

계약기관이 오퍼에 제출한 역량평가(Capacity) 증명서: 입찰자격서로 가능

-

계약의 확실한 목적

-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 사항

-

계약에 필요한 서류목록

-

계약비용 및 비용정산 방법

-

계약 기간, 시작 및 종료에 대한 확실한 성명

-

수취 조건(납품)

-

비용지불조건(대금지급)

-

비용지불에 대한 예산증명서

-

계약 불이행 및 오류 사항에 대한 계약자 법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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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계약체결 및 협상단계

◦ 구매 당국은 계약 이행에 대한 감독을 하며 공급업체는 계약에 명시된 내용대로
,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공급업체로부터 계약이행에 대한 서명을 받을 수 있음

◦ 계약기관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계약이행완료에 대해
공식적인 서명으로 계약목적에 맞는 물품/용역에 대한 공급을 받았음을 증명
하는 서식을 작성함. 동 증명 서식은 이행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급업체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계약자

,

즉 개인이나 기업이 계약이행을 완수하지 못하면 구매기관은 규정에

따라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으며,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음

◦ 다음 도식은 구매기관과 공급업체 중 어느 한 기관이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것임(<그림

3-1>

참조)

<그림 3-1> 구매기관-공급업체 계약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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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업체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 당국은 손해배상

,

를 청구할 수 있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1일에
을 청구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계약금의
-

유로당

10

계약 취소
의 배상금

0.1%

를 초과할 수 없음

10%

다만 공급업체는 기후적 변화에 따른 전력 공급에 문제 발생, 자연재해, 불
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계약 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 공급업체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구매당국에 요구할 수 있음. 구매당국은 해당 증명서를 계약이행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발급하여야 함

◦ 계약이행을 완료한 공급업체는 완료 후

개월 내에 서비스 및 물품 제공에

1

대한 비용(세금포함), 공급업체의 정보(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공급
업체의 도장 날인), 계약의 목적 및 지급품목(서비스)이 명시된 송장을 발행
해야함

◦ 계약완료 후 대금지급은
- A: Autorización de gasto

ADOK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

예산 지출 승인

- D: Disposición o compromiso de gasto
- O: Reconocimiento de obligación
- K: Propuesta de pago

예산 지출

의무사항 확인

지불 제안서

◦ 계약이행을 완료한 개인이나 기업은 물품 용역 제공에 따른 구매기관의 대금
/

지급 집행을 위해 송장을 발행해야 함. 여기에는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송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계약 사항을 이행한 공급업체의 정보: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송장 발
행기관의 확인도장(서명)

-

계약의 목적 및 지급 품목/서비스에 대한 명시

-

비용 명시

:

세전비용, 세금비용, 총비용으로 구성

◦ 구매 당국의 비용 지급은 송장이 발행된 날로부터
7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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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급업체는 공공부문 계약법에 근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만약 4개월 이상 지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 완료가 아닌 계약중지 상
태로 변경되며, 8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법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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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후관리단계

◦ 계약연장 시 사업목적에 있어 그 성격이 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절차 없이
연장할 수 있지만, 비용지불에 있어 지불 잔여금이 남아 있을 때는 연장할 수
없음
-

예: 1년에

194,000유로

사업에 대해 연장 시

우를 전제로, 첫 사업 착수기간에 대해
가 지불되었을 경우, 남은

388,000유로

지불에 대해 명시된 경

140,000유로를,

108,000유로의

연장시

140,000유로

지불잔여금으로 인해 재연장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 지불된 후 연장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계약수정은 불가능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변수 및 새로운 추가사항이
,

있을 때만 제한적 계약 변경이 이루어짐

◦ 계약이행에서도 살펴보았듯이

,

공급업체가 계약이행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계약취소도 가능함

◦ 일반적으로 법적 손해배상 청구는

1

일 계약금의

유로당

10

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최종계약금의

10%

0.2%

의 손해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 또한

,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기후 변화에 따른 전력 공급 문제 발생, 자연재해 발생, 불가항력적 사업 손
실 발생 등이 있음

◦ 구매 당국이 공공부문 계약법을 위반한 경우

,

위반이 계약이행과정에서 존재

하는지 혹은 조달절차에서 존재하는지가 법적 판결에 고려됨. 계약이행과정
내에서 공공부문 계약법을 위반한 경우, 공급업체는 구매 당국에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지를 주장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계약방법 등 조달절차에 위반이 있는 경우

,

appeal

for

procurement),

조달절차에 대한 특별항고(Special

취소청구(Annulment

가 있음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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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항고는 조달절차의 단계에서 위반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며

,

특별

항고가 제기된 이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함. 특별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결론이 확정될 때까지 조달절차는 중지됨. 특별항고의 행사는 선택적이며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조달절차의 취소 무효 로 이어지는 취소청구는 특별한 단계 및 문서에 의해
(

)

제기될 수 있음. 취소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달절차를 중지시키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로 특별항고의 제기와 동시에 주장됨. 계약의 취소(무효)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일반항고는 자치조직

,

공공기관 및 공사 등과 같이 엄격한 의미의 정부가 아닌

기관에 의한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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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진출가능경로

◦ 간접진출의 경우 해당 업체가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입찰
,

참여 제안이 오면 이에 응하는 방식을 택하거나 국제전시회에 참석하여 현지
에이전트와 접촉하여 진행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직접진출의 경우, 해당
국가에 법인화하여 직접 참여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직접진출은 한국 국적의 기업으로 해당 국가에서는 외국기업으로서
진출하는 방식과,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화하여 진출하는 방식이 있음

-

우선, 한국 국적의 기업으로 해당 국가에 외국기업으로써 진출하기 위해서는
WTO와 FTA에

의해 규정된 일정 사업 규모 이상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그

러나 이는 동질일 경우 해당 국가들에서의 국내산 구매 관례나 해당 국가의 주
소지를 가진 조달벤더로 등록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초기진입이 매우 어
려운 진출 경로이기 때문에 진출업체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방식임
․또한,

WTO/FTA

양허하한선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에 외국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정부 차원에서 하한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이
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 중인 국가는 재협상이 어렵고,

FTA

체결이

되지 않아 협상 중인 국가에서도 상호간 조정을 위해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
․WTO

가입이나

FTA

협상은 통관 및 관세 등의 혜택과 우리나라 기업의

보호 등의 장치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음
-

다음으로, 해당 국가에 현지법인화하여 해당 국가의 조달정책 지원 혜택(중소기
업 우대정책 등)을 활용하여 진출하는 방식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지법인의
성격이 지사화나 공장이 존재해야 하는지 현지사무소 정도만으로도 해당 국가의
경제적, 조달정책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임. 현지법인화를 하기 위
해서는 많은 초기투자 비용과 현지인들의 고용조건 및 운영문제 등의 리스
크가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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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형식으로 현지 법인화되었을 경우, 이미 브랜드 가치나 현지 유통

네트워크가 형성된 현지 기업과

를 함으로써 초기투자 비용을 줄일

M&A

수 있어 현지법인이 된 이후에는 해당 국가에서 민간시장과 조달시장에서
활동하기에 용이한 측면도 있음
-

이러한 직접진출방식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 진입을
위한 비용과 시간

투자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현실적 지원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를 좋은 진출 경로로
활용하기 어려움
-

간접진출은 민수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기존 현지 에이전트(조달벤더)의 납품업
체로 진출하는 방식과 국제전시회 등에서 직접 현지 에이전트(조달벤더)와 접
촉하여 진출하는 방식 등이 존재함
․앞서

진출사례에서 대부분 보건의료분야 중소기업들은 기존부터 신뢰를

다져온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입찰 정보를 입수하여 그들에게 물품을 납품
하는 하청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이는 이미 확보된 현지 에이전트의 유통망과
실적을 활용하여 조달시장에 진출하기 용이한 방법인데다 에이전트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가장 안전한 방식임
․만약

기존 현지 에이전트와의 유통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기업이면, 국제

전시회 등에 참석하여 직접 에이전트를 발굴해야 함. 해당 경우, 에이전트
신용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에이전트 신뢰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보이지 않는 비용이 존재함(또한, 주요 국제전시회 참석에도
부스설치, 시제품 제작 및 관련 인증획득 등과 같은 참석비용이 많이 소요됨)
-

간접진출방식들은 직접진출방식보다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적게 들고 비교적
안정적인데다가 민수와 조달시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됨. 또
한, 직접진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발판이 되는 실적 쌓기의 수단이 된다는 점
에서 매우 의의가 있음. 그러나 직접 에이전트를 찾는데 비용과 시간이 다량 소
요되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 진출을 힘들어하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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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략국가 정부조달시장의 진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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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과 아
프리카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역사, 문화, 언어적
이점으로 인해 스페인어권 중남미 국가의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 요
충지로 활용가능한 시장임
-

최근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유럽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및 회사운영비
용이 드는 스페인을 새로운 유럽 유통시장 거점으로 이동하기에 적합하기 때문
에, 유럽을 타킷시장으로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호기를 활용할 필요 있음

◦ 최근 스페인은

2018-2022

대아시아 전략적 비전으로 아시아를 기획의 대륙으

로 칭하면서, 특히 한국을 주요 전략적 진출국가로 지목하여 브렉시트에 대응
하는 발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음
-

스페인 입장에서는 대 영국의 수출 및 수입 모두

Top 5

중 하나인 현 시점에

서 ‘노딜 블렉시트’ 시 무역 및 투자 부분 전반에 걸쳐 기업 활동의 타격이 불
가피한 상황임
-

브렉시트 이후 영국 기업과의 거래 중단 및 축소에 따른 대체 공급선 발굴 수
요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아시아권에 대해서는 한국을 주요 전략국가로 지목
하고 있어, 한국의 강점인 자동차, 철강, 화학 관련 분야에서 대체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의

KOTRA

년 스페인 진출전략 보고서(2021)에 따르면, 스페인 공공조달

2021

시장은 스페인 기업이나 스페인에 법인을 둔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공공조달 관련 입찰 공고 및 서류작성이 모두 스페인어로 진행되어야 하며,
스페인 기업들은 외국기업에 비해

A/S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 외국

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서 선정될 가능성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

◦ 본 조사에서도 스페인에서 외국기업의 입찰참여가 제도상 비차별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국 업체에게 해당 국가에 설치된 스페인 재외공관 혹은 영사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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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는 물품, 서비스 공급 및 공사 능력을 보증할 수 있는 신용장을 요구하
고 있어, 실질적으로 입찰참여를 준비하기까지 번거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음

◦ 그러므로 성공적인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스페인 공공조달 시장에 대한 이해
도가 높으며 입찰 경험이 풍부한 현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응찰하거나, 해당 기업을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납품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
적임

◦ 스페인 기업은

EU

내 산업별 모듈화된 구조로

EU

국가간 협력관계를 유지하

는 경우가 많아, 스페인 벤더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제조하지 않지만
전체 산업의 필요한 모듈, 경쟁하는 다른

EU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가야 현실적 컨소시엄이 가능하므로, 각 산업에 대한 모듈시장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입찰평가 및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스페인은
근본적으로

EU

회원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에서 추구하는 조달원칙과 가치를 추구하므로, 이를 충실히 따

EU

라 제안서 작성을 하는 것이 관건임
-

최근

EU에서

이슈가 되는 사회적 책임 조달에 대해서 기업이 사회적 공헌을

하는 점들을 강조하여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제안서 작성이 이루어진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
-

또한

EU에서

요구하는 인증과 함께 스페인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현지 인증을

취득하여 사전 준비를 하는 것도 관건임

◦

의 관점에서 재고관리가 잘되어 있어, 스페인 공공조달시장에서 요구하는

A/S

납품기한을 맞출 수 있으므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와 사후관리
에 대한 위험분담이 잘 협의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향후 지속적인 후속 사업
으로 진행될 수 있음
-

한국은 경쟁하는 다른 유럽 및 중동, 미주 국가들보다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납품기한을 맞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에, 필연적으로 현지 파트너를 통한 재고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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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관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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