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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방국토 리청의 시설공사의 계약 체결과 기성․ 공  지  업무를 상으로 발주청 내

부시스템과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간의 연계를 한 업무 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련 기능을 개발

함으로서 건설사의 계약  기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1. 서론

  조달은 정보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재 악, 

구입, 분배, 장, 사용처분  지 을 포함한 일체의 

행 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종합 자조달시스템

(KONEPS1))을 도입하여 업체등록, 입찰, 개찰, 낙찰, 계약, 

지 에 이르는 조달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 이 용 에 있다.

  과거 발주청은 각 기 별로 독자 인 조달업무를 수행

하여 왔으나, 재는 입찰 부터 지 까지 나라장터와 

디지털 산회계시스템(디 인)을 이용하여 처리 에 있다. 

  그러나, 사업 리를 지원하는 발주청 내부시스템은 산

신청․집행정보와 련하여 나라장터와 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산집행결과를 별도로 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산하기 인 5개 지방국토

리청의 시설공사 계약과 기성 ( 공 ) 지 업무를 상으로 

내부시스템인 건설사업 리시스템(CALS)과 나라장터간의 

연계를 해 업무 차를 개선하고 련 기능을 개선하고자 

한다.

2. 행 업무 로세스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발주청은 먼  기획재정부의

디 인에 시설공사 계약을 요청하면, 건설사는 나라장터

에서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공사진행  지

은 건설사가 나라장터에서 요청하면 발주청은 디 인에

서 지 처리하는 차로 이루어진다.

  국토 리청 시설공사에서의 계약체결 업무 차는 다음과 

같다.

1) KONEPS :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입찰
(나라장터)

→
계약체결
(나라장터)

→
계약확인
(디 인)

<그림 1> 계약정보 련 업무흐름도

  지  차의 경우, 발주청은 내부시스템을 통해 기성

검사 등 련 업무를 수행한 후 기성 을 지 한다. 다음

은 기성  신청․지  업무흐름도이다.

기성신청
(CALS) →

기성검사
결과 수
(CALS)

기성확인신청
(나라장터)

↓

기성 지
(디 인)

← 기성 청구
(나라장터)

← 기성확인 수
(디 인)

<그림 2> 기성  신청․지  련 업무흐름도

  발주청과 건설사는 기성 ( 공 )을 지 받기 해 먼

, 기성검사를 실시하는데 기성검사원 신청, 기성검사, 기

성검사결과보고 순으로 진행되며, 각각의 차에 따라 발

주청 내부시스템인 건설사업 리시스템을 이용한다. 건설

사는 기성검사 결과보고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다시 기성

신청과 유사한 기성확인신청을 요청하면, 발주청은 디

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한다. 건설사는 확인된 기성확인신청

정보를 근거로 기성 을 청구하면, 발주청은 디 인을 

통해 기성 을 지 하는 차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발주청 내부시스템과 나라장터가 각각 기성

정보를 입력․ 리함으로서 사업과 연계하여 정확한 산

집행 황을 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주청 내부시스템과 나라장터와의 

연계를 통해 계약  기성 련 업무 차를 개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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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된 업무 로세스

  다음은 계약업무와 련하여 개선된 업무흐름도이다.

입찰
(나라장터)

→
계약체결
(나라장터)

→
계약확인
(디 인)

↓연계
계약정보 입력

(CALS)

<그림 3> 개선된 계약정보 련 업무흐름도

  다음은 개선된 기성신청/기성 지  업무흐름도이다.

기성신청
(CALS)

→
기성검사
결과 수
(CALS)

→
향후
연계

기성확인신청
(나라장터)

↓
기성 지
(디 인)

←
기성 청구
(나라장터)

←
기성확인 수
(디 인)

↓
기성 청구
결과조회
(CALS)

<그림 4> 개선된 기성신청/기성 지  업무흐름도

  본 연구는 시설공사가 계약 체결되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정보를 발주청 내부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업

무 차를 개선하고 연계기능을 개선하 다. 한, 나라장터

에서 처리한 기성  청구결과정보를 발주청 내부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차  기능을 개선하 다. 

  본 연구는 나라장터와 발주청 내부시스템간의 계약  

기성신청정보 연계기능을 개발하기 하여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공사계약서”,“용역계약서”,“공사변경계약서”,“용역

변경계약서”,“기성 청구서” 정보를 분석하 다. 다음은 발

주청 내부시스템과 나라장터간의 연계항목을 정의한 것이다.

구분
공사(변경)
계약서

용역(변경)
계약서

기성
청구서

수신 항목수 151 149 82

복 항목수 37 33 19

연계 항목수 12 11 0

<표 1> 내부시스템과 나라장터와의 연계항목수

  각 시스템별로 계약과 기성업무에 한 입력항목은 상이

하기 때문에 복되는 항목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연계항목을 근거로, 본 연구는 내부시스템에 계

약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기성  청구결과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개발하 다.

  그림 5는 차수별 계약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이며, 그림 6은 

기성  청구결과정보를 조회하는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계약정보 조회 화면의 경우, 각 시스템별로 등록된 계약

정보를 비교해 보여 으로서 동일한 정보 리가 가능하다. 

이때, 조회되는 계약은 총차수( 체) 계약이 아닌 차수별

(년도별) 계약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기성  청구결과정보 조회화면의 경우, 차수별(년도별)

로 기성을 신청한 횟수별로 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시설공사 계약체결시 부여되는 조달청계약번호

를 근거로 정보를 추출하 다.

<그림 5> 차수별 계약정보 비교 조회 화면

<그림 6> 기성횟수별 기성  청구결과정보 조회 화면

4. 결론

  본 연구는 지방국토 리청의 시설공사를 상으로 계약  

 기성업무처리 차에 한 개선방안을 도출하 다. 이

러한 개선방안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각 시스템별로 계약

정보 등록, 기성 집행 황 조회 등에 해 업무처리가 간

소화함으로서 처리시간이 단축되고 업무효율이 10% 이상 

제고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건설사의 기성신청 복업무를 방지하기 하여 나라장터

와 기성신청정보의 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시설공사 뿐

만 아니라 설계․감리용역 등 모든 용역사업에서도 용이 

가능하도록 제반 업무 차와 기능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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