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내구매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내구매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긴급성, 국가안보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

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은 다른 계약방법과 달리 전문성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 및 업체의 계약담당자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 수행절차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국내계약법, 방위사업법 등에 기초한 가이드북(Guide Book)을 발간

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계약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은 연구개발기본계획 작성단계부터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 작성, 제안서 접수·평가, 협상, 계약체결 등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전 단계에 걸친 규정과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며 업무시스템 처리 절차에 

발  간  사



2018. 12.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장 손 형 찬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미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따라하기’ 메뉴를 

별도로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관련 쟁점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포함하여 

그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발간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에 대하여 보다 쉽고 

빠른 이해가 가능하여 업무 추진 시 전문성 및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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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A 물품이나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 시

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및 가격제안내용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협상에 의한 계약｣ 개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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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입찰과 수의협상이 혼합된 방법으로 

’95.7.6. 국가계약법령 제정 시 우리나라 정부계약제도에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는 본래 미국에서 가장 발달된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서 먼저 도입이 되어 ’91.8월에 시작한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사업, 체신금융전산시스템 개발용역사업 

등이 초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였습니다. 

� 국방부문에서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및 신개념기술시범사업(ACTD) 등에 적용하고 있고, 활용범위가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대부분의 계약방법이 가격위주로 업체를 선정하는데 비해, 

협상에 의한 계약은 가격의 영향력을 최대한 낮춰서 기술 

우위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우위 업체를 

보호ㆍ육성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추진 여건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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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방위력개선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을 적용합니까?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단서 조항에 따라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

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청 예규)｣을 적용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

상, 기종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청 훈령)｣,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합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의 적용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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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국내구매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경우에 주요 업무 절차는?

A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과 무기체계 구매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평가기준 작성, 입찰

공고, 사업설명회, 제안서 접수,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사업 관련 위

원회 상정, 계약 체결 등의 주요 업무 절차가 필요합니다. 

3. 협상에 의한 계약의 주요 업무 절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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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업체주관) 업무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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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체계 국내구매사업 업무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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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무기체계 구매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경우에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나요?

A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무기체계 구매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

한 계약을 추진할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 및 계약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사업관리팀은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기준 작성, 입찰공고, 사업

설명회, 제안서 접수, 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사업 관련 위원회 상정, 

계약 체결 의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약팀은 계약일반조건 및 가격 협상, 계약체결, 수정계약 등의 업무를 수

행합니다.

4.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업무 분장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 (사업추진방법별 주요업무 분장 등)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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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업무분장

단 계 사업부서 (IPT) 계약부서 (계약팀, 원가팀 등)

탐색/연구개발

기본계획서

(구매계획서)

∙ 탐색/체계개발기본계획(안) 

작성 및 관련기관(부서) 

검토의뢰(구매계획서)

� 계약방법 등 검토 지원 

(계약팀)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 작성

� 제안요청서(안), 

계약특수조건(안) 작성 및 

관련기관/부서 검토의뢰

� 제안요청서(안) 및 

계약특수조건(안) 검토 지원 

(계약팀) 

예정가격 또는  

평가기준가 결정

� 원가산정의뢰

� 평가기준가 결정(원가산정 

불가 시)

� 기초금액 산정 (원가팀)

조달판단(임시) 

� 조달계획 작성 및 임시 

조달판단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입찰공고문 작성
� 입찰공고문(안) 작성 및 

검토의뢰

� 입찰공고문(안) 검토 지원 

(계약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 조달판단(임시) 및 입찰공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 조달판단(임시) 및 입찰공고 

지원(계약팀)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 주관 � 사업설명회 시 계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계약팀)

입찰 등록 / 마감 � 입찰 등록 및 마감 � 사업팀 지원 (계약팀)

제안서 접수 및 

현장실사

� 제안서 접수 및 현장실사 

주관
� 현장실사 지원 (계약팀)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의뢰 � 제안서 평가 주관 

(사업운영평가팀 주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보고 

주관

협상

(기술/조건/가격)

� 협상계획 보고

� 기술/조건 협상 주관

� 가격협상 주관 (계약팀)

탐색/체계개발실행계

획서

� 탐색/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및 승인 주관 

(구매계획서)

� 탐색/체계개발실행계획서(안) 

검토 지원 (계약팀)

계약의뢰 / 체결 � 계약체결 의뢰 � 계약체결 주관 (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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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과 2단계 경쟁등의 입찰의 차이점은?

A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합

니다.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의한 계약방법은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

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규격(또는 기

술)부문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과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의한 계약방법은 기술부문

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은 우

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습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vs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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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단계 경쟁입찰과 규격(또는 기술)ㆍ가격 

분리 동시입찰을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성능과 규격, 기술 등을 갖춘 제품을 선택한 후에 가격으로 

경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제조업 제품의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2단계 경쟁입찰 : (1단계) 기술 또는 규격 입찰을 실시한 후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2단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규격(또는 기술)ㆍ가격 분리 동시입찰 : 2단계 경쟁입찰과 달리 

기술(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2단계 경쟁입찰은 1ㆍ2단계가 각각 독립된 입찰이므로 

1ㆍ2단계가 각각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으나, 기술(규격)ㆍ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전체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기 때문에 기술(규격) 부문에 

대한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자가 1인 뿐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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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2단계 경쟁입찰 및 규격(또는 기술)ㆍ가격 분리동시입찰 업무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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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별 비교

구 분 일반경쟁 2단계 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대상

�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는 대부분의 

경쟁조달 품목

� 입찰 전 적절한 

규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

�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안전성, 및 

국가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식기반사업 

우선적용

공  고

� 정상 7일 이상

� 긴급/재공고 5일 

이상

� 정상 7일 이상

(15일 이상 추천)

� 긴급/재공고 5일 

이상

� 정상 40일 이상

� 긴급/재공고 10일 

이상

평  가

� 적격심사

(최저가 투찰순)

� 고시금액 이하 

생략 가능

� 제안서 평가 : 

규격(기술)평가

� 가격평가 없음

� 제안서 평가 : 기술 

및 가격평가

협  상 � 없음 � 없음
� 기술/조건 및 

가격협상

낙찰자

결  정

� 최저가 투찰자로서 

적격심사 통과자

� 규격(기술)평가 

합격자 중 

최저가 제시자

� 기술 및 가격협상 

통과자

장  점

� 신규기업의 

입찰참여 용이

� 경쟁에 의한 

예산절감

� 일정수준 이상의 

성능 보장

� 경쟁에 의한 

예산절감

� 기술력이 우선시 

되는 연구개발 

사업에 유리

� 협상을 통한 

기술확보 용이

단  점

� 과잉경쟁에 의한 

부실업체 낙찰 

우려

� 규격통과 

업체들간 담합 

가능성

� 평가항목의 객관적 

평가 곤란





탐색 : 연구개발

기본계획서 및 
구매계획서 작성단계

제 2 장 

1. 사업추진방법의 결정                                                            16

2. 연구개발사업의 계약방법 결정                                           17

3. 국내 구매사업의 계약방법 결정                                          18

4. 체계개발단계 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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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이후에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 어떠한 사항을 고려하는지?

A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당해 무기

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대비 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 

분석을 한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연구개발 또

는 구매로 구분하여 수행할 것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선행연구가 완료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할 경우에는 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사업추진방법의 결정

� 방위사업법 제15조 (소요결정)

� 방위사업법 제17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8조 및 제89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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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개발을 위한 주관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어떠한 

계약방법을 적용하나요?

A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 및 체계

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선정기준, 연구개발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자료 등을 공고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구개발사업의 계약방법 결정

� 방위사업법 제18조 (연구개발)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절차)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 기관 등의 선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3조 및 제104조 (업체선정 일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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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연구개발이 필요 없는 장비 또는 상용기술로 응용 또는 

개량하여 생산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국내구매 

추진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 어떤 계약방법을 적용하나요?

A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계획 수립 시 계약관리본부와 계약방법을 협의하

여 구매계획 수립, 입찰공고, 시험평가 및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구매계약 체결 등의 절차로 추진하되, 사업특성에 맞게 계약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

한 계약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구매계획 수립,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

가,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 시험평가 및 협상,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 구매계약의 절차에 따라 추진합니다. 세부

절차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따릅니다. 

3. 국내 구매사업의 계약방법 결정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29조의2 (국내구매 추진대상)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29조의3 (국내구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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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탐색개발을 수행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을 다음 단계인 

체계개발도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A 방위사업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11조 단서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효율

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을 계속하

여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의계약 사유

에 해당이 되거나 이와 동등한 대통령령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

입니다. 

4. 체계개발단계 시 수의계약 가능여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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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에 

따라 탐색개발 결과 탐색개발의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가 계속 

하여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 참여업체로 하여금 체계 

개발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現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旣선정된 연구개발업체가 후속단계 

에서 계속하여 연구개발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는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가 되지 않더라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별도의 수의계약사유로서 규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요청서 및 
계약특수조건 
작성단계

제 3 장 

1. 제안요청서(안) 검토                                                              22

2. 계약특수조건                                                                        23

3. 계약특수조건 작성요령                                                        25



22  

｢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제안요청서(안) 작성 및 검토 시 계약 관련 중점사항은?

A 제안요청서(안) 작성 및 검토 시 계약 관련 중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안가격) 개발비용, 부가가치세, 관세, 공과금 등 반드시 포함

② (관련 법령 등) 방위사업법,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최신 법령

③ (품질보증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소요군(담당부서) 사업팀 등

④ (용어) 정확한 용어 사용(예정가 → 예정가격) 

1. 제안요청서(안) 검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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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특수조건이란?

A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계약일반조건은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이행요구사항, 납지, 납기, 검사 및 

검수, 인수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계약특수조건

� 국가계약법 제5조 (계약의 원칙)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 (계약의 원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 방위사업청 예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용역 계약 특수 

조건 및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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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계약조건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

  계약예규의 계약일반조건은 계약조건 중 일반적인 것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요구 

사항, 납지, 납기, 검수와 인수 등의 추가적이고 세부적인 계약 

조건을 별도로 계약서에 추가함으로써 계약조건을 완성합니다.

� 부당한 특약 또는 계약조건의 금지

  정부조달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계약조건을 정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3항,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3조 3항에 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 관계 법령 및 일반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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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특수조건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계약특수조건은 입찰공고 시 첨부되었던 것과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

찰공고 전에 충분한 검토와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입찰공고와 다르게 업체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3. 계약특수조건 작성요령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 방위사업청 예규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용역 계약 특수 

조건 및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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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계약특수조건 작성요령

① 계약특수조건 표준안 이해하기

- 계약특수조건 표준안의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

- 계약이행간 권한 및 회계책임에 관한 내용 수록

② 계약특수조건 작성전 확인사항

- 계약목적물의 획득방법? (제조, 구매, 용역 등)

- 납기는? (계약목적물을 언제까지 납품할 것인가?)

- 납지는? (계약목적물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 일반계약조건과 상충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 추가 요구사항은? (권한과 회계책임을 중심으로)

③ 추가 요구사항 작성시 유의사항

- 계약조건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

- 부당한 특약 또는 계약조건 금지

- 사업관리측면의 내용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포함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기성운영지침 적용

- 관급품, 동시조달수리부속(CSP) 발생시 관급품관리에 

관한 조항

� 계약특수조건은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원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조건 

변경 시 수정계약이 불가피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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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목적은?

A 계약에 관한 제반조건을 일반인에게 알려서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에 참가

하게 하여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입찰공고

� 국가계약법 제8조 (입찰공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입찰공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2조 (사업추진방법별 주요업무 분장 등)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6조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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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방법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 

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내용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ㆍ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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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184100 (2018.6.13.) ]

( 질 의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입찰공고 시 

계약의 방법을 '제한경쟁'으로 공고해야 하는지, '일반경쟁'으로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계약방법을 제한경쟁으로 부치 

고자 할 경우에 제한경쟁 대상 및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1조와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낙찰자 선정방식에 관한 것으로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경쟁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동 설명서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설명서 참가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한다는 것은 위 기준에 의한 제한경쟁에 해당되지 

않으니 일반경쟁으로 추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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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공고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제안서 제출마감일(입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합

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재공고

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

고할 수 있습니다.

2. 입찰공고기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입찰 참가신청)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5조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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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입찰공고기간은 국계령 35조 5항에 의거 제안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서 40일 이상이므로 입찰등록마감일부터 기산 

해서 41일째 되는날이 입찰공고일이 됩니다. 즉, 입찰공고일 

부터 입찰일까지 모두 합해서 42일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입찰등록마감일은 국계법 시행규칙 40조 4항에 따라 입찰일 

전일이 됩니다. 제안서접수일은 입찰일과 같은 날입니다. 

� 기초예비가격 공개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05조 3항에 따라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인터넷에 공개하면 됩니다. 

� 공고기간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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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두는 이유는?

A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참가범위를 넓혀 기회균등 및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

하여야 하나,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서는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에 부합되지 않는 자 또는 부정당한 

자들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필

요한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91조 (입찰 참가자격결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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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사업팀에서 

입찰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해야 하며 입찰공고시 아래 각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을 것 

� 입찰공고문 예시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계령”이라 

함) 제12조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시스템 통합) 

신고를 필한 자 

다. 보안측정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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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공고 이후에 반드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사업설명회)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A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요청서설명을 실시할 경우에는 그 장소ㆍ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업체

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는 입찰

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36  

｢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 참가자격 ) 사업설명회 참가 신청기한까지 신청하고 청 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승인을 득한 사실을 통보 

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설명회 참석 가능

� ( 준수사항 ) ① 사업설명회 안내계획에 따라 안내요원 인솔 하에 

설명회장으로 이동, ② 통합사업관리팀은 운영지원과(비상기획 

보안팀) 협조 또는 자체 인원 편성하여 설명회장에 보안조치 

인원 배치 ③ 참석자 중 허가되지 않은 녹음기, 카메라 및 

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반입 및 사용여부 

확인⋅통제, ④ 설명회장 주변 불필요한 인원 접근 통제, ⑤ 

보안준수사항 공지 및 서약서 집행, 제안요청서 업체 배부(일련 

번호 기재), ⑥ 설명회장에서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비밀내용 설명 시 모든 마이크 차단

� ( 강조할 사항 ) 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가격입찰서와 

비용분석서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비용분석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강조 

【 사업설명회 주요 업무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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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가기준가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A 사업팀에서는 제안서의 비용평가와 가격협상을 실시하기 이전에 평가기준

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계약관리본부의 예정가격,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분석과)의 비용분석, 사업팀의 비용분석, 사업예산 순서로 활용하여 

평가기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결정합니다. 

사업팀은 기술 및 조건 협상 과정에서 협상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이전에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평가기준

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예산은 입찰공고 시에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기

준가는 최종 평가결과 공개 시까지 누설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5. 평가기준가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 
접수단계

제 5 장 

1.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40

2. 기초예비가격(기초예가) 공개                                              42

3. 입찰등록 마감/확정                                                             44

4. 부정당업자                                                                           46

5. 입찰보증금                                                                           49

6. 입찰                                                                                      51

7. 재공고입찰                                                                           53

8. 재공고 입찰인 경우 제안서 평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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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A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이후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이 됨

1.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입찰 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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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유ㆍ무의 판단기준일은 계약예규 용역 및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입찰 참여업체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공고문에 게시된 입찰참가자격을 

완료한 후에 입찰등록을 해야 하며, 입찰공고를 한 부서에서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 

되어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까지 당해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국계령 제12조 및 

제21조 규정이외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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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기초예비가격(사업예산)은 언제, 어떻게 공개하나요?

A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한 경우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만, 원가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에 사업예산을 국방전자

조달시스템에 공개 합니다. 그러나 평가기준가는 제안서 평가 및 가격협상 

결과가 결정되기 전에는 비공개로 관리 되어야 합니다. 

2. 기초예비가격(사업예산) 공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3조 (예정가격의 변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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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 결정

기초예비가격 기준 ±3%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관이 결정하며, 

무작위(random) 방식으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선정합니다.

※ 기초예비가격(기초예가)은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예가) 결정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신청자에 의하여 추첨된 4개의 

가격(비공개)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입니다.

� 예정가격의 변경

한번 결정한 예정가격은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공고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 및 비용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기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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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입찰등록 마감 및 확정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A 입찰일 전일에 입찰등록업체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하고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등록 확정을 합니다.

3. 입찰등록 마감 / 확정

�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입찰 참가신청)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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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공고문에 게시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후 입찰 참여 등록업체의 자격여부를 심사/확정합니다. 

- 품목별 입찰참가 자격 확인(공고내용 일치여부)

∙ 공장등록증(제조), 사업자등록증(구매)

∙ 관련되는 인ㆍ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등

- 부정당 제재기간 여부 확인

-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여부 확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동안 모든 국가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이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 

되어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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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부정당업자란 무엇이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A 부정당업자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자

에게 부여된 의무이행을 위반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말하여, 이에 대하여는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함으로써 정부의 계약상의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4. 부정당업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방위사업관리규정 361조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



47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

※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 

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처리절차

- 부정당업자 제재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위 

사업관리규정 제361조 제1항에 명시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계획지원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계획지원 부장은 

법무검토와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

- 계획지원부장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

� 제재시기 및 기간

부정당업자 제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48  

｢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부정당업자 확인절차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 계약관리 ⇒ 조달원 ⇒ 내자/시설업체 ⇒ 불량거래내역관리 

⇒ G2B 부정당 제재내역 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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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시 계약의 체결을 담보하는 보증

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납부하는 보증금을 입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에 대

비하여 입찰 시 미리 받아 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의 보증금입니다.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라는 의미는 입찰공고 시 입찰보증금을 100

분의 10 또는 100분의 20 등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입찰참가자

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때 적어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하여

야 하고, 납부 편의에 따라 동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여도 무방하다는 것

입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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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A 국가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

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

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4.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

� 국가계약법 제9조 (입찰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8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97조 (입찰보증금)



51

Q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유효한 입찰이란?

A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 입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2인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이면 입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6. 입 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입찰서 제출ㆍ접수 및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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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는 1인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며,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일에 제안서를 제출하며,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 

� 또한,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 2인 이상의 입찰에 있어 모든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유찰된다 하더라도 일단 2인 이상의 입찰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효한 입찰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금액이 다른 경우의 처리방법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를 원칙으로 하고 아리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병기한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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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재공고입찰은 어떠한 경우에 하나요?

A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다시 공고(공고시 재공고임을 명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7. 재공고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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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184396 (2018.6.19.) ]

( 질 의 ) 협상계약에서 입찰자 2개사 중 하나가 제안서만 

제출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입찰 여부

( 회 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을 부쳤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경쟁입찰은 단독응찰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서 위 

규정에 따라 재입찰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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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사업)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 및 시험평가를 진행 

하였으나 1개 업체가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재공고 입찰 후 최초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안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A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최초 입찰 공고와 동일한 

2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재공고 입찰인 경우 제안서 평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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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한 이외의 다른 조건들이 변경된다면 새로운 입찰공고가 

됩니다.

※ 긴급공고 및 재공고입찰 기간

∙ 일반경쟁 :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이상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

� 재공고입찰 시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따라 제안업체에 대해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재입찰

∙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을 부칠 수 있는데 이를 재입찰이라 합니다.

∙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입찰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2차 이후의 재입찰에 1차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가 참가할 수 있고 1차 입찰에 참가하였다가 2차입찰에 불참한 

후 3차 입찰에 다시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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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183865 (2018.6.7.) ]

( 질 의 ) 용역사업에 2개 업체가 제안서는 제출하였으나, 

한 업체가 제안서평가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PT평가를 진행 

해도 문제없는지, 아니면 재공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물품 ·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 

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차가자격이 있는 2개 업체가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된 것이므로 설혹 1개 

업체가 제안서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제출된 2개 업체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서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단계

제 6 장 

1.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및 협상절차                                       60

2. 가격협상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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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사업의 최저비용 방법에 의한 낙찰자 결정                   70



60  

｢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제안서 평가 후 평가결과 통보 및 협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제안서평가 결과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상정

하여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협상대상업체

에게 협상순위, 기술능력과 비용 평가점수, 가ㆍ감점 그리고 합산점수 및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협상계획에 따라 협상을 실시합니다.

1.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및 협상절차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0조 (협상실시)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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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계획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상팀을 구성하고, 계약 

부서를 포함한 협상주관부서의 담당자를 초기부터 협상팀에 

참여시켜 협상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협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협상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기술 및 조건 협상에 

관한 지침을 받아 협상을 수행하되 그 세부절차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따릅니다. 사업팀장은 기술 및 조건 

협상이 종료되면 계약팀에 가격협상을 의뢰합니다.

� 협상팀장은 최우선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하며, 최우선 

협상대상업체와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차순위의 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합니다.

� 통합사업관리팀은 협상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협상대상 업체에 요청하고 이를 검토하여 보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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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185168 (2018.7.3.) ]

( 질 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협상기간 연장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적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다만,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협상기간이 

협상통보일로부터 최장 25일까지 가능할 것이나, 만약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협상기간이 최장 30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협상기간이 동 기준에서 

정한 일수보다도 지연되고 있다면 상기 협상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므로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절차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문서로 통보하여 향후 협상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3

�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182582 (2018.5.10.) ]

( 질 의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인력투입 공수를 제안서와 

발표자료에 상이하게 명시한 경우 (제안서 25.5M/M, 발표본 

21.5M/M, 발표 자료대로 하여야 하나 제안서를 수정하지 못함) 

제안서 기준으로 인력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준 제11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중 

중요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의 일부를 추가협상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 제12조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서는 입찰자가 당해입찰에서 계약이행을 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스스로 제시한 것으로 낙찰되는 경우 그 

제안서 대로 목적물을 완성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는 것인 바, 제안서가 아닌 제안서 평가시 

제출한 발표자료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제안서상의 오류내용이 누가 보아도 

명백한 계산상의 오류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계약담당자가 

사실 판단할 사항)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수정ㆍ보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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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기술 및 조건협상이 종료된 후 가격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 (가격협상 의뢰) 사업팀과 협상업체가 기술 및 조건 협상을 종료하고 사업

팀은 기술 및 조건 협상 결과를 반영한 평가기준가(비공개)를 작성하여 계

약팀에게 가격협상을 의뢰합니다. 다만, 기술 및 조건 협상 과정에서 협상

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

액을 고려하여 평가기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협상 계획) 계약팀이 가격협상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협상관을 지정하

고, 협상업체로 하여금 협상참여자에 대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재직증명

서, 신분증,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계를 가격협상 당일에 제출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또한 평가기준가는 가격협상 당일에 개봉하기 전까지 봉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격협상 실시) 협상관은 가격협상 당일에 협상업체의 협상참여자가 제출

한 위임장 등 서류를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협상업체에게 가격입찰서

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협상관만 비공개되었던 평가기준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가격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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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격협상 종료) 협상업체가 제출한 가격입찰서 금액이 평가기준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협상관은 협상업체에게 최종가격확인서를 제출하

도록 하여 협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및 조건 협상 시에 업체가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에는 협상업체 제안가격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안가가 평가기준가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협상업체 가격입찰서 금액이 평가기준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업

체와 계약가격이 평가기준가 이하가 되도록 가격협상을 다시 실시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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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기재부 유권해석 [ 회계제도과-1746 (2006.8.11.) ]

( 질 의 ) 예정가격(평가기준가)을 초과한 입찰자의 경우에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협상범위 및 절차

( 회 신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입찰가격이 예정 

가격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해당 입찰이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유효한 협상적격자에 해당되며,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평가기준가)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기준 제12조에 따른 가격협상 시 예정가격(평가 

기준가)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동 가격이하로 가격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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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167114 (2018.5.16.) ]

( 질 의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가격 협상 관련 질의

( 회 신 )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을 증감 

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협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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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150179 (2016.3.16.) ]

( 질 의 ) 협상계약에서 1순위업체가 가격협상 진행 중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과정에서 협상을 포기한 협상적격 1순위자는 아직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낙찰자가 아니므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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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성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3. 협상기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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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국내구매사업에서 가격협상 이전에 1개 업체만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시킬 

수 있나요?

A 기종결정 시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 방법”은 국가계약법령의 2단계 경쟁

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참조) 요구조

건 충족 여부 판단단계는 물론 가격협상단계에서도 2인 이상의 유효한 경

쟁이 성립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경쟁을 지향하는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

라서 가격협상 이전 1개 업체만 요구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협상을 시험평가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에는(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제40조 제1항 참조) 국가계약법령의 

기술(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참조). 

4. 구매사업의 최저비용 방법에 의한 

낙찰자 결정



71

A 따라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평가 이전에 가격입찰을 실시한 이후에 1개 업체만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경쟁등의 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찰 및 낙찰선언)

�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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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조달청 유권해석 [ 공개번호 140175 (2015.6.4.) ]

( 질 의 ) 협상에 의한 계약 정보공개 요청 관련 

( 회 신 )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나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 

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그러나 입찰에 참가한 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에 정한 계약정보의 

공개범위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 제5호에 ‘입찰계약’ 등에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령 등을 참고하여 제안서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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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계약은 언제 체결하며,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나요?

A 계약예규에는 협상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하고 있으나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협상종료 이후 후속조치(체계개발동의서, 체계

개발실행계획서 등)를 완료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상대자가 정해지면 계약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

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서 

계약이 확정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는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키고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1. 계약서

� 국가계약법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9조 내지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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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표지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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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계약보증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현금

이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금액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2.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동령 제50조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1ㆍ53ㆍ54ㆍ55조 (계약보증금 납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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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금 관련 질의 회신 [ (계약제도과-763 (2011.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제도라기 

보다 국고지출의 원인이 되는 국가계약의 공익적 중대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증 

내지 담보하기 위한 제도임. 

  또한 물품계약과 관련 국가계약보증금을 대체하여 계약 

이행을 보증내지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국가계약 법령에 

도입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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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지체상금이란?

A 계약상대자가 이행기간(납기)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

되었을 때 당해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을 지체

상금이라 합니다. 

3. 지체상금

�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률)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67조 (지체상금 면제 및 납기 조정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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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산출방식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지체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

-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지체상금의 기준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 계약금액이 아닌 연차별 계약금액이 

지체상금의 기준이 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①항)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 ·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지체 

상금의 기준으로 함.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함

� 지체상금률

- 공사 : 1000분의 0.5

- 물품의 제조 · 구매(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포함) : 1000분의 0.75

- 물품 수리·가공·대여, 용역(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용역 제외) : 1,000분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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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지체일수의 기산

계약서에 정한 이행기한의 익일부터 기산합니다. 

※ 납기가 공휴일인 경우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익일이 납기가 됨으로 

당해일은 지체일수에 포함이 안됩니다.

� 지체상금 징수의 면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방이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또는 공사의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제조 또는 공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④ 도입원자재 및 부품이 수출국의 파업, 폭동, 화재, 동원, 

징발, 전쟁, 항구폐쇄, 수출금지 등 해외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도입이 지연 된 경우

⑤ 규격서 도면의 한국화 제정 지연 등 기술자료 미제공으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⑥ 초도양산의 경우에 체계개발 또는 시제생산과정(탄약의 

경우 3개 로트까지)에서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했던 

기술상의 보완을 위해 재생산으로 지연된 경우 

⑦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⑧ 기타 계약상대방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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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 [ 안건번호 18-0349 / 회신일자 2018-07-26 ]

( 질 의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탐색개발단계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 및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계약의 이행이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되어 해당 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에 대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른 지체 

상금 총액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에서는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의 

총액 한도를 적용받는 계약은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계약” 

으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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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법제처 법령해석 [ 안건번호 18-0349 / 회신일자 2018-07-26 ]

( 회 신 ) 그런데 방위사업법 제18조제4항에서는 방위 

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에 

일반업체 등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방위사업법에서 “연구” 및 “시제품생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은 “탐색 

개발단계”, “체계개발단계”, “양산단계”에 따라 수행되는데, 이 

사안의 “탐색개발단계”는 무기체계의 핵심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완성도 및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체계 

개발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시제품을 

생산하는 체계개발단계 전(前) 단계로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명백합니다. 또한 높은 기술요구도에 따른 개발의 

불확실성과 장기간 소요되는 개발기간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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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 [ 안건번호 18-0349 / 회신일자 2018-07-26 ]

( 회 신 ) 지체상금의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일반적인 국가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 중 

“시제품 생산”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가 적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2016. 3. 31. 

대통령령 제27079호로 개정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및 제3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결과 참조) 해당 규정은 엄격히 

적용 되어야 합니다. 

※ 개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지체상금)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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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하자보수보증금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나요?

A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 범위 내에서 정하며(통상 공

사계약),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

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없이 국고로 납입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를 적용합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계약조건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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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금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하나요?

A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대가지급시기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선금이라고 합니다.

5. 선금 지급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 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 방위사업청 예규 ｢선금지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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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선금지급(선급) 의의

계약상대업체의 자금난을 해소시켜 정부조달계약의 원활하고 

안정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국가계약법에 

의한 일반물자 및 국제계약 시 지급합니다.

� 지급범위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으로 계약의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계약 

또는 계약의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계약 중 선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 기준 선급금 의무지급비율

공 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 수해복구공사

� 100억 이상 : 100분의 30

� 20억~100억 : 100분의 40

� 20억 미만 : 100분의 50

� 10억 이상 : 100분의 30

� 3억~10억 : 100분의 40

� 3억 미만 : 100분의 50

� 20억 이상 : 100분의 50

� 20억 미만 : 100분의 70

※ 구매계약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선금 최대 지급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가능 

합니다. 

※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국계령 제37조 제2항에 열거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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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하나요?

A 방위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는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과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 이행 전에 계약상

대자가 자금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중도금은 계약상대자의 

자금지출이 착수금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이 관계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되

어 계약상대자가 자금 지급을 청구하여 지급되거나 착수금에서 전환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 방위사업법 제46조 (계약의 특례 등)

�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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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방법

  ( 지급요건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계약 잔여 이행 

기간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 청구일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거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지급한도액 )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청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기간 중에 지출이 계획된 

자금에 한하여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착수금 중도금 비   고

단기계약 70% -

장기계약 78% 90% 지급총액 : 계약금액 * 100분의 90 이내

[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한도 ]

  ( 지급불가 )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인 경우

  ( 채권보전 )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반환청구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해당 착수금 또는 중도금 잔액에 지급일부터 반환일 

까지의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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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정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체결하나요?

A 수정계약은 기존 계약과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

용을 구성하는 납품장소, 납품기한, 납품수량,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 또는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는 ① 계약상대자의 법적 동일성을 유지하

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 상호 · 대표자(법인) ·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수요군 및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납기 · 납지 · 수량 · 목적물 · 계약금액 · 

계약조건 등에 대한 계약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정계약의 적법성과 적

정성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계약

변경 요청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 계약변경의 필요성 · 수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7. 수정계약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59조 (계약내용의 일부변경) 

� 방위사업청 예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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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수정계약시 계약금액 조정은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A 정부조달계약의 이행은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함이 원칙이나, 물가변동, 설계

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조건 및 국계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계약이 가능합니다. 

8. 계약금액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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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 

으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3% 이상 증감할 경우

※ 환율변동의 경우도 상기 조건 충족시 계약금액 조정

�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예) 병원공사로 진행중인 공사를 종교시설물공사로 변경하는 것은 

기존 계약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병원공사에 있어 

진료실 구조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됨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이나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외에 

공사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

※ 계약조건에 품목추가나 과업내용 변경시 계약금액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을 경우는 수정계약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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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Q 계약해지ㆍ해제는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나요?

A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

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 계약해지, 해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71조 (계약 해제ㆍ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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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임시 조달판단서 작성 ( 사업팀 )

� 접근경로 : 국내조달→ 판단→ 조달판단서관리→ 임시 조달판단서 작성

� 방법 / 절차 

   • 판단번호 : 입력 후 조회 선택

     * 해당 계약팀으로 문의 후 ‘판단번호’를 부여 받아 입력함. 

   • 사업구분 / 기능부호 : ‘방위력개선사업’ / 사업담당자 ‘코드 및 명칭’ 선택

   • 실적구분 : 신규 사업일 경우에 ‘실적무’ 선택

   • 특정조달(특정 조달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 조달) : ‘비대상’ 선택

   • 입찰방법 / 낙찰방법 : ‘총액제’  / ‘협상가’ 선택

   • 적격심사 : ‘비대상’ 선택

   • 대표품명 : ‘사업명 또는 대표품명’ 입력

   • 입찰구분 : ‘전자(입찰/협상)’ 선택

   • 계약 방법 / 종류 : ‘협상에의한계약(서류)’ / ‘일반확정계약’ 선택

   • 집행유형 : ‘용역 또는 제조’ 선택

     * 계약목적물의 유형 및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고려 선택

   • 주임분임 : ‘주임 또는 부장분임 또는 팀장분임’ 선택

     * 주임 : 요구금액 500억원 이상 / 부장분임 :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상기 사항 입력 후 ‘입력’ 선택 

   • 확정 : ‘계약특수조건’ 파일 첨부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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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공고 ( 사업팀 )

� 접근경로 : 국내조달→ 판단→ 공고 입력/수정/삭제

� 방법 / 절차 

   • 공고단위 : 계약목적의 유형에 따라 선택

     * 전장 관리 정보 체계의 경우는 ‘SE(Set)’ 선택

   • 공고품명 : ‘사업명’ 입력

   • 입찰장소 : ‘국방종합전자조달체계’ 입력

   • 사업설명회장소 : ‘사업설명회 장소’ 입력

   • 사업설명회일시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33일 전까지 입력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선택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다음 날 선택

   • 기초예가 적용 대상여부 : ‘기초예가미적용’ 선택

     * 원가계산 등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기초예가적용’ 선택

   • 공고일자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까지

     * 긴급공고 및 재공고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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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참고 ] 

 공고문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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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등록확정 ( 사업팀 )

� 접근경로 : 국방전자조달(인터넷) → 물품 또는 용역→ 입찰등록심사

� 방법 / 절차

   • 업체명 클릭 시 업체정보(업체 세부정보, 제재정보, 계약실적) 조회 가능

   • 신청일자 클릭 시 입찰참가신청서(업체내역, 입찰보증금 납부현황, 입찰참가 등록서류) 확인 가능

   • 등록여부 : ‘심사대기’, ‘등록확정’, ‘등록불가’ 중 선택

   • 등록심사 내용 : 공장등록증 증명서 확인,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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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조달계획서 작성 ( 사업팀 )

� 접근경로 : 계획예산→ 방위력개선사업관리→ 신규 및 수정 조달계획등록

� 방법 / 절차 

   • 군부분 : ‘소요군’ 확인 후 선택

   • 조달원 구분 : ‘내자구매’ 등 선택

   • 회계구분 :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등 선택

   • 예산구분 : ‘장기국채’ 등 선택

   • 프로그램 예산사업명 입력

   • 재고번호 : ‘NSN-01' 등 순서대로 입력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대부분 재고번호가 없기 때문에 'NSN-순서‘를 입력

   • 정부구분 : ‘구매’ 등 선택

   • 단위 : ‘셋(Set)’ 등 선택

     * 전장 관리 정보 체계의 경우는 ‘SE(Set)’ 선택

   • 확정조달원 : ‘중앙(내자)조달’ 등 선택

   • 장기계속계약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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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방위력개선사업 최초 조달계획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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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 조달판단 준비 ( 계약팀 )

� 접근경로 : 국내조달→ 조달판단서관리→ 조달판단 준비

� 방법 / 절차

   • 일반사항 수정 : ‘재고번호, 단위, 검사형태, 규격종류’ 수정 가능

   • 납기납지조정 : ‘납지, 납기, 수량’ 조정 가능

   • 관련업무 : 실적정보, 목록정보, 도면정보 등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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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 집행계획 작성 ( 계약팀 )

� 접근경로 : 국내조달→ 조달집행계획→ 조달집행계획 수립

� 방법 / 절차

   • 조달판단 준비 시 부여한 판단번호를 입력 및 조회하여 집행계획 입력 클릭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서류)’ 선택

   • 집행유형 : 제조, 용역 등 선택

   • 입찰방법 : ‘총액제’ 선택

   • 기능부호 : 계약담담 공통코드 중 본인명칭 선택

   • 품목코드 : 16개 품류명 중 관련코드 선택 후 해당 품목내역 선택

   • 대표품명 : 계약서의 물품명으로 사용되므로 사업명 등을 고려하여 입력

   • 특정조달 : ‘N-비대상’ 선택

   • 판단 / 원가 / 입찰 / 협상예정월 : 해당 월 입력

   • 계약예정일 : 계약 예정일 입력

   • 공고시기 : 공고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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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판단서 작성 ( 계약팀 )

� 접근경로 : 국내조달→ 조달판단서관리→ 조달판단서 작성

� 방법 / 절차

   • 판단번호 입력 및 조회 후 해당항목 작성

   • 사업구분 : ‘방위력개선사업’ 등 선택

   • 집행유형 : 제조, 구매, 용역 등 특성에 맞는 항목 선택

   • 계약방법/종류 : ‘협상에 의한 계약(서류)’ 선택

   • 입찰구분 / 입찰방법 : ‘OMR/대면협상’ 선택 / ‘총액제’ 선택

   • 낙찰방법 / 적격심사 :  ‘협상가’ 선택 / ‘비대상’ 선택

   • 주임분임 : 계약건당 요구금액에 따라 주임/분임 선택 (위임전결 규정 참조)

   • 품목군 : 해당 카테고리 선택하며 없을 시 기타물품 선택

   • 품목코드 : 집행계획 수립 시 선정한 코드 선택

   • 조달원 : 협상대상업체 선택

   • 조달요건 확정근거 / 근거일자 : 최초조달계획 / 수정조달계획 등 근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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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판단서 확정 ( 계약팀 )

� 접근경로 : 국내조달→ 조달판단서관리→ 조달판단서 확정

� 방법 / 절차

   • 판단번호 입력 및 조회 후 해당항목 작성

   • 조달판단 보고 없이 판단확정일자(결재일) 입력 후 확정버튼 클릭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90조 제10항에 따라 조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는 방위력 개선사업의 

조달판단은 제Ⅲ편에 명시된 계약체결 전까지의 사업추진단계별 조치  사항에 의해 조달판단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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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료 생성 ( 계약팀 )

� 접근경로 : 국내조달→ 계약→ 협상에의한계약→ 계약부서 입찰자료 생성

� 방법 / 절차

   • 사업부서 부호 조회 후 선택

   • 입찰공고 시 판단번호 입력 후 조회

   • 계약부서부호 조회 후 선택

   • 판단번호 입력

     * 사업팀에서 입찰공고 시 사용한 판단번호를 사용하거나 계약팀에서 별도로 부여한 판단번호 모두 

사용 가능

   • 입찰자료 생성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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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입찰결과 처리 ( 계약팀 )

� 접근경로 : 국내조달→ 계약→ 협상에의한계약→ 입찰결과처리

� 방법 / 절차

   • 예정가격 : 사업팀에서 평가기준가를 확인하여 입력

   • 투찰금액 : 사업팀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가를 확인하여 입력

   • 낙찰율 : 투찰금액 입력 시 자동 계산됨

   • 낙찰순위 : 낙찰율 확인 후 선택

   • 결과 : 낙찰업체 ‘Y’ 입력하고 나머지 업체는 ‘N’ 입력

   • 저장 및 확정 버튼 클릭

     ※ 유찰로 인한 재공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요구년도와 계약년도가 다를 경우에 입찰참가 업체목록의 

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지보수팀(☎ 1927)으로 확인 후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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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계약준비자료 생성 ( 계약팀 )

� 접근경로 : 국내조달→ 계약→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준비자료 생성

� 방법 / 절차

   • 입찰일자 및 부서부호 입력 후 조회 클릭

   • 조회 결과를 확인 후 ‘계약준비자료 생성’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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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낙찰단가 처리 ( 계약팀 )

� 접근경로 : 국내조달→ 계약→ 협상에의한계약→ 낙찰단가 처리

� 방법 / 절차

   • 낙찰단가 : 품목별 낙찰단가를 직접 입력

   • ‘낙찰단가처리’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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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예산대조 의뢰 ( 계약팀 )

� 접근경로 : 국내조달→ 계약→ 일반/장기 계약서작성 및 확정 → 예산대조의뢰

� 방법 / 절차

   • 예산대조 의뢰 버튼 클릭

   • 조달기획팀에서 확인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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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계약총괄표 작성 및 확정 ( 계약팀 )

� 접근경로 : 국내조달→ 계약→ 계약서작성 및 확정 → 계약총괄표 작성 및 확정

� 방법 / 절차

   • 판단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하면 입력 가능

   • 계약기본정보 입력 완료 후 ‘전자계약의뢰’ 버튼 클릭

   • 계약체결 보고(온나라) 후 계약관이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확정 버튼 클릭





2. 국가계약 법령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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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219호, 2017. 12. 19,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4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

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

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

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 공고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115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

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

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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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

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

여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16조(대가의 선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

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

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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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

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

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

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삭제 <1997. 12. 13.>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

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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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

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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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4

제4조(계약의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ㆍ위탁을 받은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이 영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체

결한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3(청렴계약을 위반한 계약의 계속 이행)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5조의3 단서에 따라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을 승인할 때에는 계약 대상물의 성격과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

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

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120  

｢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

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

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

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0., 2010.7.21., 2013.12.30., 2018. 12. 4.>  [시행일 : 2019. 3. 5.] 제7조의2제2항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

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

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

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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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

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

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

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6. 2. 8., 2007. 10. 10.>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

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0조(경쟁방법)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구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역경매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

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8. 2. 29.>

1. 삭제 <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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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

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신설 1999. 9. 9., 2005. 9. 8., 2006. 5. 30., 2007. 10. 10., 2013. 6. 17.>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12. 30., 2017. 3. 27., 2018. 12. 4.>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

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이 제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

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

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12. 30., 2016. 9. 2.>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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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

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13. 9. 17.>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시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

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0. 12. 27., 2005. 9. 8., 2010. 7. 2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 및 제43조의3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10. 7. 21., 2018. 12. 4.>

⑤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

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0. 7. 21.>

⑥ 제14조제8항의 규정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21.>

  [전문개정 1996. 12. 31.]

  [시행일 : 2019. 3. 5.] 제16조제4항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

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5., 2008. 2. 29., 2018. 12. 4.>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

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

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2008. 2. 29., 2018. 

12. 4.>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

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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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

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2. 2.>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

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신설 1998. 2. 2.>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10.28., 2011.11.23., 2012.5.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

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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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

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

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

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

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

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장

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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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

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

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

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

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

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

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127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

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

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3

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5.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다목 및 제5호다목·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

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 2006. 5. 25., 2010. 7. 21.>

  [시행일 : 2019. 3. 5.] 제26조제1항제3호아목,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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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8. 2. 2.]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후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

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제32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0. 10.]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3조(입찰공고) 

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

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2. 7. 30., 2013.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

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

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0.>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

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

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

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

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129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

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6. 22., 2018. 12. 4.>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15. 6. 22.>

[시행일 : 2019. 3. 5.] 제35조제5항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2. 3. 25., 2002. 7. 30., 2006. 5. 25., 2011. 12. 31., 2013. 9. 17., 2016. 9. 2., 

2018. 12. 4.>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3의2.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의2.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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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등

12.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12의2. 제39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

부할 주소

1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

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

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의 경우에는 그 취지

15.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등에 관한 사항

15의2.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16.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

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비율

1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6. 12. 31.]

[대통령령 제17546호(2002. 3. 25.)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4호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19. 3. 5.] 제36조제16호, 제36조제17호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4. 11. 4.>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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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1997. 7. 10., 1997. 12. 31., 1998. 2. 2., 1999. 6. 30., 

2000. 12. 27., 2004. 12. 31., 2005. 9. 8., 2006. 4. 2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2009. 6. 26., 2011. 1. 26., 2011. 2. 9., 2015. 2. 23., 2018. 12. 4.>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

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

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

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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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중앙회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5의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등

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

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

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

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3. 

12. 11., 2008. 2. 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관계수입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

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1.>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9. 17.>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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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④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 2. 2., 1999. 9. 9., 2008. 2. 29.>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

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

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

찰선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25., 2015. 12. 31., 2018. 12. 4.>   [시행일 : 2019. 

3. 5.] 제40조제2항

③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

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

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 <개정 2002. 7. 30., 2011. 12. 31., 

2013. 9. 17.>

[전문개정 2000. 12. 27.]

제41조(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

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

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

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3. 12. 11., 

2006.5.25., 2018.12.4.>

② 삭제 <2018. 12. 4.>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

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신설 2006. 5. 25.>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

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



134  

｢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4.>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3.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

인 용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또는 같은 영 제71조에 따

른 기본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용역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용역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

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

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0. 12. 27., 2005. 9. 8.,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

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5. 25., 2008. 2. 29., 2015. 

12. 31.>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5. 12. 31.>

⑧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6. 5. 25.>

[시행일 : 2019. 3. 5.] 제42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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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

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

서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3. 9. 17.>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

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6.5.25.>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

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

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

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 5. 25., 2007. 10. 10., 2008. 2. 29.>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

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07. 10. 10., 2013. 12. 30.>

⑨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다. <신설 2006.5.25.>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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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

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9. 8. 18., 2009. 8. 21., 2011. 1. 17., 2014. 5. 22.>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

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8조(계약서의 작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작성하는 계약

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 계약서에는 담당공무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의2(국외공사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칙적으로 현지통화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통화로 계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원화 

또는 미화로 계약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외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환율 또는 국제상 관례 등

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관련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

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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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

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④ 삭제 <1999. 9. 9.>

⑤ 삭제 <1999. 9. 9.>

⑥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2. 2., 2005. 9. 8., 2006. 12. 29., 2010. 7. 21., 2011. 2. 9.>

1.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삭제 <2006. 12. 29.>

3.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

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ㆍ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

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⑦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

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8.7.29.>

⑨ 삭제 <1998. 2. 2.>

⑩ 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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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 12. 11.>

⑪ 삭제 <2000. 12. 27.>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 1999. 9. 

9., 2000. 12. 27.>

② 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69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6.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④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

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30.>

제54조(감독)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6. 5. 25., 2014. 5. 22., 2018. 12. 4.>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그 밖에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여야 하는 공사

계약

2.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3조제1항 본

문에 규정된 감독을 할 수 없는 제조 기타 도급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의 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중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

리원의 수를 말한다)를 그 배치기준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추가하여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2005. 9. 8., 2014. 5. 22., 2018. 12. 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감독 또는 감리비용은 당해 공사예산중 낙찰차액(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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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과 낙찰금액간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11.>

  [시행일 : 2019.2.4.] 제54조제1항제1호

제55조(검사)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

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자가 조

사설계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함께 검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이라 함은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3. 12. 11.>

④ 기본설계(타당성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이행검사를 하는 때에 실시설계대상

사업의 총사업비의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

사업비를 비교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서상의 총사업비와 실시설계서상의 총사

업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

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한다.

⑦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감독을 행하는 자

가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법 제14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1999. 9. 9.>

제56조(검사조서의 작성생략)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9. 9.>

1.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의 경우

2. 매각계약의 경우

3.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

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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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28., 2017. 1. 26.>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

한 자가 제조한 물품

제57조(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의 직무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

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1., 1999.9. 9., 2003.12.11.>

1.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2.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등 당해 계약의 이행후 지체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계약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

4. 제5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사계약의 경우

5. 제55조제7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기성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제58조(대가의 지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

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9. 6. 29.>

②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③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④ 제3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에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

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9. 6. 29.>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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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12. 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신설 2006. 

12. 29.>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

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당해 예산이 배정

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

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6.5.25., 2006.12 29.>

제61조(하자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

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1., 2005. 9. 8., 2018. 1. 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1999.9.9., 2008.2.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④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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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1. 삭제 <2010. 7. 21.>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제37조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 2. 2.>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

리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

정 1999. 9. 9., 2008. 2. 29.>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

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

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

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1998. 2. 24., 1999. 9. 9., 2004. 4. 6., 2005. 9. 8., 2006. 12. 29., 2008. 2. 29.>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

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

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③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1999. 9. 9., 2002. 12. 30., 2005. 9. 8., 2008. 2. 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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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

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4.6., 2005.9.8.>

⑥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

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

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6. 12. 29., 2010. 7. 21.>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

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08. 12.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

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8. 3. 6.>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

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그 물량내역서의 누락 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10., 2010. 7.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

라 증액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

사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

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

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개정 2003. 12. 11.,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14. 5. 22., 2015. 

6. 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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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

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

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

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

회(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

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이의가 있을 경우의 처리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절차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5. 22.>

⑥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제14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

할 수 없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조ㆍ용역등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ㆍ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1996. 12. 31.>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제64조제

8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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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③ 제65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6.>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 9. 8.]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4.>

1. 운송ㆍ보관ㆍ시험ㆍ조사ㆍ연구ㆍ측량ㆍ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

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

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

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

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ㆍ총제조등의 계약단가

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2조(공동계약)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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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2. 3. 25., 2006. 12. 29., 2009. 6. 29., 2010. 

7. 21., 2011. 2. 9., 2016. 9. 2.>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다만, 외국건설업자(｢건설

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

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당해 지역의 업체와 그외 지역의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1999.9.9., 2005.9.8.>

[대통령령 제22660호(2011. 2. 9.)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제2호는 2017년 12

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

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

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

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8. 2. 29.>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

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

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99. 9.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할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8. 12. 4.>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

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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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

정 2010.7.21., 2018.12.4.>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

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

에 제74조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제50조제6항부터 제8항

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2. 4., 2018. 12. 11.>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

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

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제4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사.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

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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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과 제72

조 및 제72조의2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입

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입찰공고와 계약서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위반한 자

나.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의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수요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

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

한 위해를 가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

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

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하 이 목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

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非)인

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등의 약점을 고의

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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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25조에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2항을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

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

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

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이 알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주소·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

호, 관계 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50  

｢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1.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9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⑪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

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

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⑬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9. 3. 5.] 제76조제1항제1호마목

부칙  <제29360호, 2018. 12.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마목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로, "건설사

업관리기술자를"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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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12. 4] [기획재정부령 제699호, 2018. 12. 4,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계약제도과) 044-215-5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12., 2005. 9. 8., 

2006.5.25.>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

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ㆍ분임재무

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ㆍ분임계약관 및 대리분

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

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ㆍ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

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예정가격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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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

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②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

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ㆍ제조ㆍ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

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

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ㆍ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

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ㆍ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

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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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제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제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2.23., 1999. 9. 9., 2005. 

9. 8., 2009.3.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

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

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ㆍ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

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9. 3. 5., 2010. 

7. 21.>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

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 6. 30.>

1. 공사 : 100분의 6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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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7. 10. 10., 2009. 3. 5.>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

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

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

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

"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8. 

12. 4.>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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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8. 12. 4.>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12. 4.>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

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

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8. 12. 4.>

[시행일 : 2019.3.5.] 제9조

제10조(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

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 9. 8., 2013. 6. 28.>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제11조(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①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9. 3. 5.>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

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

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제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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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

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13. 6. 28.>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①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30.,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07. 10. 10., 2009. 3. 5., 2013. 6. 28.>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

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

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③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

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4.>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

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07.10.10., 2009.3.5., 2010.7.21., 2013.9.17., 2015.6.30., 

2016.9.23.>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 7. 5.>

라. 삭제 <200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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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2. 물품제조ㆍ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 7. 5.>

라. 삭제 <2006. 7. 5.>

마. 제조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

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

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 7. 5.>

라. 삭제 <2006. 7. 5.>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

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

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7.10.10., 2010.7.21., 2012.5.18.>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 5. 18.>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

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5.25., 2006.7.5.,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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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17., 2015. 6. 30.>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

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7. 5.>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13. 9. 17.>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

다는 뜻

⑧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 10. 10., 2013. 9. 17., 2015. 6. 30.>

제16조(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76

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

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

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

가하려는 경우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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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3.5., 2013.9.17.>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 농ㆍ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

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

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9., 2012. 5. 18., 2016. 9. 23.>

③ 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30., 2005. 9. 8., 2006. 12. 29., 2009. 3. 5.>

1.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2006. 5. 25., 2010. 7. 21.>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 <2006. 5. 25.>

5. 삭제 <2006. 5. 25.>

6. 삭제 <2006. 5. 25.>

7. 기타 참고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

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10. 7. 21.>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

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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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다목ㆍ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

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1.]

제37조(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5.]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39조(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

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제40조(입찰 참가신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

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로 한다.

제41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①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

정 1999. 9. 9., 2006. 5. 25., 2009. 3. 5., 2010. 7. 21.>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ㆍ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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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삭제 <2010. 7. 21.>

5. 영 제42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7. 2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제42조(입찰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

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

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

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

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6. 9. 23.>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

질ㆍ성능ㆍ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0.12.30.>

제43조(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증서 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9. 3. 5.>

②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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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하거나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이

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2012. 5. 18.>

제44조(입찰무효) 

①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영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

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06. 5. 25.>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

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의2. 삭제 <2010. 7. 21.>

6의3.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다. 삭제 <2006. 12. 29.>

라. 삭제 <2006. 12. 29.>

7. 삭제 <2009. 3. 5.>

7의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

를 제출한 입찰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

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

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의 입찰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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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2. 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6. 9. 23.>

제45조(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

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

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

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48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

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

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02. 8. 24., 2012. 5. 18., 2013. 9. 17.>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

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③ 삭제 <2000. 12. 30.>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

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

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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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

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2.>

제50조(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ㆍ각서ㆍ협정서ㆍ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9. 3. 5.>

제51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

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제52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

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3조(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

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제54조(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

52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

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5.>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

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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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

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5.9.8., 2006.12.29.>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

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

용을 보증하는 것일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

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②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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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중 질권설정동의서의 제출, 등록국채의 보관, 질권의 설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증서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

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

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납입하게 하여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

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와 함께 해당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6. 2. 1.>

② 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

류ㆍ권면액ㆍ기호ㆍ번호ㆍ장수등과 상장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의 비고란에 해당 주식의 소유자

(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해당주식을 제출한 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6. 2. 1.>

제58조(주식양도증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제59조(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조ㆍ제

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보증기간중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보증보험계

약등의 약관ㆍ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1. ｢상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 제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 제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제61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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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

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

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3조(보증금의 반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7조ㆍ제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

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보증금등의 국고귀속)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2.>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관계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

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

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ㆍ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금융기관에 그 뜻

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 7. 21.>

제67조(감독 및 검사)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

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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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제69조(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3

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

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14. 

11. 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제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년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년

② 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

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9. 9. 9.>

제71조(하자검사) 

①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

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

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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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

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

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100

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 2. 23., 2005. 9. 8., 2013. 6. 19., 2014. 11. 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

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제7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

하고 당해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에 관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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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는 즉시 당해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

당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등 원리금

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

당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에는 즉시 당해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당해보

증채무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보증기관등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직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

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

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

는 당해하자보수보증금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

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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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 9. 8.>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

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

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ㆍ허가 또

는 인가하는 노임ㆍ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⑤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

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

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⑥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

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⑦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

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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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5.9.8., 2009.3.5.>

⑧ 제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년 5월 25일 이전

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6. 12. 29., 2010. 7. 21.>

⑨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

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

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05. 

9. 8.>

⑩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

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09. 3. 5.>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

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2010. 7. 21., 2014. 11. 4., 2017. 12. 28.>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

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

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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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

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1천분의 1.5

5.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3. 방위사업 법령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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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51호, 2017. 11. 28,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2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자에 대하여는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청렴서약서를 각

각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방부에 소속된 공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과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제32조의 규

정에 의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4. 해당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가.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

나. 일반업체

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라. 전문연구기관

마. 일반연구기관

5.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

6.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과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및 그 업체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매매계약을 포함

하고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의 대표와 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 및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청렴

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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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수행에 있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⑤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으로 위촉을 받기 전 2년 이내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

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신설 2010. 3. 31., 2016. 1. 1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방위사업 관련 학과, 회계학과, 법학과 또는 행정학과

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있었던 자

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그 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⑥ 옴부즈만은 제4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할 수 없다. <신설 

2010. 3. 31.>

1.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⑦ 옴부즈만이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⑧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0. 3. 31., 2016. 

1. 19.>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또는 군

수품무역대리업체의 임직원

⑨ 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4항에 따른 옴부즈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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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개발)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연

구개발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과 효과적인 군사력의 강화

를 위하여 무기체계 중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기술을 우선적

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정부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 또는 시제품의 항

목·방법·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

관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한 때에는 연구비 또는 시제품생산

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⑥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방위사업청장이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주관기관 또는 시제품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

여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선 선

정할 수 있다. 

⑧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구매)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

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구매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

제계약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전문가를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매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① 정부는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포함한다)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기계약·장기

계약·확정계약   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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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종류·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범위 안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

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중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최종납

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직할기관과 각군이 필요로 하는 전력지원체계를 구매·공

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공급하는 2인 이상의 다수자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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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6] [대통령령 제29257호, 2018. 10. 26,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3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 및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업체,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방위사업에 참가하여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2016. 7. 19.>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

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 

9. 22.>

⑦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방위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방산업

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법 제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방위

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2.>

⑧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부당이익 취득금지에 관한 사항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불공정한 하도급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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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

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또는 구매 결정에 관한 검토내용

2. 연구개발의 형태 또는 구매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또는 구매에 따른 세부 추진방향

4. 시험평가 방안

5. 사업추진일정

6. 무기체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관리방안

7.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을 진화적으로 향상시킬 경우 그 단계별 개발목표 및 개발전략

8. 합동전장 환경에서의 각군 무기체계간의 상호 운용성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1. 국내연구개발(국제기술 협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

2. 정부투자연구개발, 방산업체등 투자연구개발 또는 정부ㆍ방산업체등 공동투자연구개발

3. 국방과학연구소주관 연구개발 또는 공개입찰에 의한 방산업체등 주관 연구개발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의 방법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구매계획 수립

2. 입찰공고

3. 시험평가, 적격심사 등에 의한 계약대상자 선정

4. 구매계약 체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구매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

청장이 정한다.

제60조(장기계약)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계약(이하 "장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9.7.1., 

201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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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거나,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때

2. 장기조달계획, 장기간 예측되는 반복소요 또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할 때에 당해 회계연도 

이내에 종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때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37조제1항ㆍ제50조제3항 및 

제69조의 규정은 방산물자를 장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10. 1.>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1. 일반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

약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물가조정단가계약 :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한

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수집ㆍ작성하는 물가지수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

수의 등락률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자 하

는 경우

3. 원가절감보상계약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으로 원가절감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원가절감액을 공제하고 그 

원가절감액의 범위 안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원가절감유인계약: 계약의 성질상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거나 수입품의 국산화 대체 등을 

위하여 원가절감을 유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원가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 또는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에 대한 목표원가와 목표이익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한 후에 실제발생원가, 목표이익 및 목표원가를 절감

한 성과에 대한 유인이익을 합하여 계약대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5. 한도액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

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6.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7. 삭제 <2013. 12. 17.>

8. 특정비목불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원가를 확정

하기 곤란하여, 원가확정이 가능한 비목만 확정하고 원가확정이 곤란한 일부 비목은 계약을 

이행한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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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반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

을 계약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10. 성과기반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특정한 성과의 달성을 요구하고 계약 이행 후 그 성과

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11. 장기옵션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예측 

소요물량에 대한 가격, 기간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변경조건을 설정하되, 변경조건을 행사

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은 따로 체결하는 경우

12. 한도액성과계약: 무기체계 수리부속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5년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한도액을 설정한 후 그 한도액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리부

속품의 납품을 요구하여 그 납품성과에 따라 대가를 차등 지급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대조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3. 

12. 17.>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방산업체와 방산물자 생산(법 제3조제8호의 생산을 말한다)ㆍ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1항제5호의 한도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항제10호의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제1항제11호의 장기옵션계약에 따른 변경조건을 행사하여 구입하는 물량에 대한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5. 적의 침투ㆍ도발 등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물자를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양산단계 전까지 현재의 계약상대자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나목에 따른 연구과제를 제출한 전문연구기관과 

해당 핵심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전문연구기관이 위촉된 분야에 관하여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의 

절차에 따라 연구과제를 제출하였을 것

나. 방위사업청장이 가목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하여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결

정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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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

로 한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제품생산(함

정 및 전장정보관리체계 등 무기체계의 특성상 시제품 자체가 전력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하게 하는 계약

2.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방위사업청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양산하게 하는 계약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0.1., 2016. 

3. 31.>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 및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을 위

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6. 3. 31., 2017. 6. 20.>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ㆍ이행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 금품

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2.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4. 방위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면서 원도급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

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② 청렴서약의 위반을 이유로 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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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9. 22] [국방부령 제935호, 2017. 9. 22, 일부개정]

국방부(전력정책과) 02-748-5612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청렴서약서의 서식) 

①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 소속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

하는 사람, 방위사업청 소속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 11. 7.>

③ 영 제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방산업체,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산업

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연구기관 또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

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1. 7., 2016. 7. 20.>

④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

구기관과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군수품 획득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방위사업계약"이라 한

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하도급자"라 한다)의 대표와 임원 및 하도급자와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재하도급자의 대표와 임원이 제출하는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9. 22.>

제11조(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로 선정한다. 다만,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

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선

정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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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

3. 연구개발사업제안서의 작성기준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자료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방위사업청·각군·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

사업제안서 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3. 4., 2013. 3. 23.>

제12조(연구 또는 시제품생산 기관 등의 선정)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 또

는 시제품생산을 하게 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단계 및 시제품별로 1개의 방산업체

등 또는 연구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시제품생산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국방정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연구개발단계의 무기체계 및 핵

심기술의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우선적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③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4., 2009. 7. 1., 2013. 3. 23., 

2014. 11. 7.>

④ 그 밖에 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을 위한 방산업체등 또는 연구기관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 7. 1.>

제13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8조(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

용 및 횟수를 고려하여 별표 3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4.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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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방위사업청 예규 제399호(2017. 9. 26. 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438호(2018. 7. 31. 개정)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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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및 제24조의2의 제1항부터 제2항, 동법 시행규

칙 제1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계령”이라 한다) 제43조,｢

방위사업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82조제6항, 제104조 부터 제110조 및 제152조, 국

방부훈령｢방위산업보안업무｣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무기체계 구

매사업 계약에서 방위사업청이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기종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시

제업체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본 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국과연에서 별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방산

기술센터”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을 우선하여 따

르고, 방위사업청의 다른 훈령과 지침을 보완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란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위한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관련업체의 기술자료, 공급(연구개발)계획, 일정 등의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제안서”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무기체계 등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연구개발을 포함한다), 

품질보증, 형상관리, 일정관리 등의 계획과 관련 기술자료를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3. “제안서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

서를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이란 함은 지침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내부 위원”

이란 방위사업청과 출연기관(국과연, 기품원) 소속 평가위원을 말하고, “외부 위원”이란 방

위사업청과 출연 기관 외 국방부(국본, 각 군, 국직 등), 공공기관, 학교, 연구소 등에 소속

된 평가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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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평가팀”이란 개별 건의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및 비용평가를 위해 선정된 평가위원들

의 집합체를 말하며, 이는 국계령 제43조 제8항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의미한다. 

6. “제안서 평가협의회”란 공정한 제안서평가를 위해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평가위원 대표 2명(구매사업일 경우 각 분과장), 간사가 참

여하여 관련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7. “제안서설명회”란 제안서평가 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서 제안서 내용

의 진위 확인 및 보충설명을 위해 제안내용을 제안서평가팀에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입찰조력”이란 특정업체에게 방위사업관련 사업 계획 및 관련 정책 등 정보 제공, 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입찰업체 소개‧홍보 및 사업 관련 설명‧정보수집 등 대관 업무, 입찰 전략 컨

설팅, 입찰 대행 등 해당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9. “입찰조력자”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산하기관 및 

연구소 포함) 임직원 외 해당 입찰 건에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

며, 대리인·자문·고문·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10. “가·감점 대상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중

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1에 해당하는 기업(전

장관리정보체계 사업의 중소・중견기업은 상기 조건에 해당하면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사전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시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11. “전력화지원요소”란 무기체계가 전장에서 합동성, 완전성,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한 교리․편성․교육훈련․종합군수지원 등 제반지원요소로서 전투발전지원요소와 종합

군수지원요소로 구분한다.

12. “배점”이란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말하며, “평점”이란 평가항목별 부여

된 배점의 범위 내에서 유형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된 점수를 말한다. 이 경우 평점의 합은 

부여된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13. “종합점수”란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시 기술능력점수와 비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를 말

하며 “최종점수”란 종합점수에 기타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출된 점수를 말한다.

14. 기종결정 시 “요구조건 충족 최저비용 방법”이란 제안요청서의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조건은 제안요청서 작성시 제시한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를 요구조건 충족업체로 

선정하고 가격경쟁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기종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5. 기종결정 시 “종합평가 방법”이란 제안요청서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하고 그 밖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종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6. “가계약”이란 규정 제221조에 의하여 무기체계 구매사업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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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특정조건의 충족시 발효키로 약정하고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17. “사업예산”이란 순수하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계약목적물 획득비용(직접비)을 말한다. 이러한 획득비용에 간접비(관급장비비, 사업추

진비, 여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와는 구별되며 사업예산은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절 업체선정 

제5조(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업체선정) 

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규정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업체를 선

정한다.

② 전항에 의해 선정된 대상업체 중 협상 우선순위에 따라 협상을 실시하여 연구개발사업 주관업체

를 선정한다. 

제6조(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업체선정) 

① 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생산품이 없는 경우 등 국내구매가 곤란할 때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때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활용할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

조의5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무기체계를 임차로 획득하는 경우에는 구매사업절차를 준용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암호장비가 필요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암호장비의 체계연동을 

위한 규격, 가용시기 등에 관한 자료를 사전 확보하여 체계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체계

통합 및 전력화시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의 조정을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

라 한다.), 소요군, 국방정보본부 등과 협의한다.

제2장 제안서평가 일반사항

제1절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운영

제7조(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외부위원 결격사유)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사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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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팀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계획(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한다. 이 경우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에게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평가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10명을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서 평가팀 구성인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

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구매사업일 경우의 제안서평가팀은 대분류 항목별로 2명 이상 5명 

이하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분류 항목을 별도 분과로 구성할 경우와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기품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과 학

계,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관리본부장에게 2배수 이상 추천한다. 단, 외부위원 추천 시 ‘방위사업청 내 위원회의 투명

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외부위원 위촉예정자는 [별

지 제6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 또는 유사 무기체계 운용경험이 3년 이상인 자

2. 관련 또는 유사 사업관리경력 2년 이상인 자

3.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또는 구매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해당기관의 업무담당자

5.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는 학교의 관련분야 교수·부교수·조교수

6. 국과연, 기품원, 국방연구원, 민간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7. 해당분야 자격증 등 소지자

④ 사업관리본부장은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제안서평가위원과 

제안서 평가팀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팀장은 제안서 평가절차를 이행하고 평가위

원 통제가 가능한 서기관 이상 또는 대령(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하되,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소요군의 대령(진) 이상 또는 출연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제4항에 따라 제안서팀장 및 평가위원이 선정되면 그 

결과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관심사업 제안서평가팀 구성) 

① 관심사업은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규모와 국민적 관심도, 국가정책 및 

외교·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 후 선정한 사업을 의미하며, 

관심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체계개발사업 

2.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 함건조 기본설계 사업

3.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구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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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정책 및 외교·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5. 국회지적, 언론보도, 수사/감사 등 국민적 관심이 증가된 사업

6. 업체의 과다경쟁, 민원 등으로 쟁점화가 된 사업

7. 초기사업 규모는 작지만 양산시 전체 사업규모가 큰 사업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심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 대상 사업의 특성을 검토하여 사업

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에게 관심사업 대상을 추천하고,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추천된 대상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1월 혹은 관심사업 발생시(수시) 청

장에게 보고 후 선정한다.

③ 사업관리본부장은 관심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시 제7조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

령(진), 서기관, 책임연구원, 부교수 이상인 자를 청장에게 2배수 추천하여야 하며, 청장은 추

천된 자 중에서 제안서평가위원과 제안서 평가팀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팀장은 장

관급 장교,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7조의 지침에 따른다.

제9조(제안서평가팀 운영) 

① 제안서평가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전체 평가위원의 80% 이상이 참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평

가위원 결원 발생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수행한다.

1. 전체 평가위원의 80% 이상 참석하면 평가를 계획대로 진행한다. 단, 구매사업 등 분과 구분

에 의한 분야별 평가 시 분야별 평가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 2명,  4명 이하인 경우 3명 

이상 참석하면 80%이상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평가위원 총원 또는 분야별 평가위원이 80% 미만 등으로 평가진행이 제한되어 부득이 조정

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관리본부장(관심사업인 경우는 청장)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평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장소에 지연 도착할 경우, 해당 사실이 평가전 제안서평가

팀장에게 통보되고, 평가 시작 후 4시간 이내에 평가 장소에 도착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상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평가 실시간 평가위원이 건강, 애사 등의 사유로 평가 불가시 상기 제1호를 충족하면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②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평가팀에 배부하여야 하며 평가종료 

후 평가위원에게 배포된 자료를 회수하여 미회수된 자료가 없도록 확인한다. 

③ 제안서평가팀은 평가 당일 제안업체에게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설명 순서는 제안업체가 제안서 제출 시 추첨한 순서에 따라 설명하며, 제안서 설명 시 

다른 경쟁업체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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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방위사업감독관, 감사관 등과 협조하여 제안서평가팀

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토록 확인하여야 

한다.

1. 제안서평가 대상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그 업체에 대한 입찰 조력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

-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과 5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부동산 등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2.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3. 방위사업 관련 감사, 수사가 진행 중인 자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② 제안서평가팀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전항 각호의 제척 및 회피사유

에 해당됨을 인지한 경우에는 평가협의회를 통해 해당 평가위원의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간에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팀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평가위원 준수사항) 

① 제안서 평가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

수한다.

1. 제안서 평가는 명예롭고 중요한 직무 수행임을 자각하고 행동한다.

2. 평가는 요구하는 성능과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

을 경주한다.

3. 평가는 제안업체간 우열을 가리는 과정으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판단하되 평가 중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기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대표 또는 분과장이나 평가팀

장에게 요청하여 평가협의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4. 평가시 특정업체의 이해를 위한 의도적인 발언, 불공정한 평가 등은 절대 금지한다.

5. 평가시 특정업체에 대한 선입견, 입증되지 않은 개인적 식견 등에 의해 편향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6. 평가시 개별행동, 독단적인 외부연락, 타 평가위원과 특정업체에 유불리한 의견교환 행위 

등은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한다. 단, 사업에 대한 지식 공유와 평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의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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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시 타 위원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평가팀장

에게 보고한다.

8. 평가 기간 중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제안서 평가관련 자료를 평가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9. 평가 후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순위․성향․편차분석 결과가 편파적이거나 

불공정 판단 시 평가팀장은 평가협의회를 통해 평가 제외를 결정할 수 있다.

10. 평가 중이나 평가 후에도 평가결과 추측 등 평가 관련 내용에 대하여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

② 모든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전에 [별지 제3호] ‘평가위원서약서’를 작성하고 제안서평가(기술

능력평가) 종료 후에 [별지 제4호] ‘업체와의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와 [별지 제5호] ‘제척·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를 작성·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전항의 제출받은 서류의 사본을 방

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절 제안서 평가결과 검증 및 공개

제12조(평가결과 검증) 

① 해당 사업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분과(실무)위원회 보고 전에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관리본부, 방위사업감독관실, 

타 사업부 팀장 등 5～10명으로 구성된 검증회의를 통해 검증 할 수 있다. 

② 검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자체감사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가 있을 경우 

2. 제안서 내용 및 제출서류 중 위조, 변조, 허위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

거나 기타 평가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3.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방위력개선사업의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

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득하여 개입하거나 제출서류의 위조․변조, 허위 등 사실이 아

닌 내용을 포함시켜 전력화시기를 지연시키는 등 사업추진을 방해한 전력이 있는 경우

4. 민원 제기가 있는 경우 등 해당 사업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해당 사업부장은 검증결과에 따라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최초 평가결과 인정 또는 일부 보완

2. 순위 등 평가결과 변경

3. 협상대상업체, 대상장비 선정 및 기종결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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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가관련 기록물 관리)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설명회, 평가항목 및 배점 결정,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등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기종결정 포함)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빠짐없이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 공개) 

ⓛ 평가결과는 『정보공개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보공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② 정보공개는 위원회 또는 분과(실무)위원회에서 업체선정이 결정된 이후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정

보공개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넷 등을 통

해 공개한다.

제15조(제안서 보상기준) 업체가 해당사업 입찰을 위해 제출한 제안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보

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장관리정보체계사업 입찰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1

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

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범위 내에

서 보상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

제1절 제안서 평가

제16조(제안서 평가분야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비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분야 80

점, 비용평가분야 20점으로 하되, 선행연구 결과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

감 조정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능력평가에 배점을 더할 수 있는 경우

가.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 첨단기술 개발이 요구되는 경우

나. 다중복합무기체계로서 체계통합의 복잡성이 예상되는 경우

다. 개발되어야 할 핵심기술 소요가 많은 경우

라. 함정사업의 기본설계를 포함한 탐색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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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비용평가에 배점을 더할 수 있는 경우 

가. 무기체계 개발시 복잡성이 덜 요구되어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경우

나. 요구되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 가격경쟁이 가능한 경우

다. 비용평가를 통해 비용절감 유도가 가능한 경우

라.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7조(평가항목 및 배점) 

① 사업별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기술능력

분야 평가항목은 대분류, 중분류, 세부분류항목으로 구분한다. 

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 및 배점[별표 2],   평가내용[별표 2-1]

2. 함정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 및 배점[별표 3],   평가내용[별표 3-1]

3.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 및 배점[별표 4],   평가내용[별표 4-1]

4.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 및 배점[별표 5],   평가내용[별표 5-1]

② 비용분야 평가는 업체 제안가격 대비 평가기준가를 [별표 10, 10-1]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이

때 과거사업수행성실도 감점 [별표 9] 및 평가항목별 배점 적용을 함께 수행한다.

③ 가·감점분야 평가는 제22조의4 제6항에 의한 업체식별 감점, 중소·중견기업 가·감점 [별표 11, 

제22조의4], 보안사고 감점 [별표 12],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 감점 [별표 13], 신규채용 우수

기업 [별표 14]에 따라 평가한다.

제18조(평가항목 결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7조 제1항의 표준항목을 참고하여 사업별 제안서 평가항목을 결정하되,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평가항목에 감항인증관련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항

목을 제외한 세부분류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 단, 평가항목 중 대‧중분류항목의 조정

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관리본부장 승인을 받아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세부분류항목을 결정할 때는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평가항목별 배점 결정) 

①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은 사업별로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평가항목별 (표준)

배점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특성상 배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항목 배점은  조정할 수 없다.

1. 대분류 평가항목의 배점 조정 : 사업관리본부장 승인을 받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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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세부분류 평가항목의 배점 조정 :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자체 조정하거나 전문가 의견수렴 

방법(AHP 및 델파이 기법 등)을 통해 조정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에 따른 중분류 및 세부분류항목의 배점 결정을 위해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협

조를 얻어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

지원 파트리더)에게 분야별 전문가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항목별 배점을 확정하여 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장실사)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를 위해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찰 참가업체의 과거 현장실사 결과가 있거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부

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현장실사반은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국과연, 기품원, 소요군 등 소속 전문가로 구성하

며,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반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현장실사반 구성 등 현장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현장

실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 사업관리본부(해당 사업부 등), 계약관리본부, 국과연, 기품원 등은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요청이 있을시 현장실사가 가능한 전문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현장실사 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실사반에 제공하

며, 현장실사반은 이를 근거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평가 종료 전에 제안서평

가팀에 제공한다. 

⑥ 제안서평가팀은 현장실사결과가 제안서 내용보다 높은 수준일 경우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평

가하고, 현장실사결과가 제안서 내용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현장실사결과 기준으로 평가하

되 평가협의회를 통해 성능, 사양, 기술력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 

배점의 20%이내에서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실사결과 입찰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

다고 판단한 경우 현장실사반장은 지체 없이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안서설명회)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전에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위원의 이해도 향상과 구체적인 내

용 파악을 위해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설명하도록 하

며, 이를 제안서 평가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서 설명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업체가 제안서설명회 중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언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안서평가협의회 협의를 통해 감점 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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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평가 방법) 

①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비용평가 및 가·감점 평가를 분리하여 실시한다. 단, 제안서 제

출업체가 하나일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평가팀(평가위원별 독립적으로 평가)이 수행하고 비용평가 및 가·감점 평

가는 위원회 또는 분과(실무)위원회 개최 2~3일 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주관이 되어 제안서

평가팀장과 간사가 참여하여 수행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기간 동안 제안서 평가에 배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위사업감

독관 관계자를 입회시킬 수 있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위원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제안서평가팀장은 제안서 평가 전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각 평가위원이 기술능력평가분야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며 평가위원 상호간 평가점수와 관련된 의견이 공유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2. 평가결과에 대하여 순위‧성향‧편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평가결과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3. 기술능력평가가 종료되면 각 평가위원의 평가서를 접수하여 확인‧서명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인계한다.

제22조의2(기술능력분야 평가방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7조 제1항에 의한 기술능력평가분야 평가항목에 대하여 [별표 7]을 참조

하여 각 항목별 평가기준표를 작성하고, 이를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제안서평가팀에 제공한다. 

이 경우 업체가 식별되지 않토록 제안업체명을 기호 등으로 대체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평가팀은 전항에 의한 평가기준표를 근거로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

항목별 제안요청에 대해 미제안 시 해당항목을 ‘0’점 처리하며, 정성평가 항목의 경우에는 업체

별로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우열을 가려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이 4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동점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항목별 최고점수는 2개 이상 업체에게 부여 할 수 없다.

③ 제안서평가팀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제안내용을 일부 누락하거나 증빙자료 미제출

시 그 내용을 제외하고 평가하며, 필요시 평가협의회를 통해 조치한다. 

④ 기술능력분야 평가항목 중 신용평가 등급에 관한 평가는 [별표 8]에 따른다.

⑤ 기술능력분야 평가항목 중 기술유출 방지대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며 점수 산정 

등 세부사항은 [별표 2-1]에 따른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정보보호체계 구축 항목의 평가를 위해 방산기술통제관에게 입찰업체의 

보안시스템 구축여부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등록 마감 전일 기준에 구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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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보안시스템이어야 하며 제안서평가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보안감사·보안측정 항목 평가를 위해 운영지원과(비상기획보안팀)에 정

기 보안감사 및 보안측정 결과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서평가에 반영한다. 

⑥ 기술능력분야 평가항목 중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에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입찰등록 마

감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사항 및 과징금부과처분 사항을 업체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평가 시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이하 “통사체계”라 한다)를 통해 확인

하고 평가한다. 

2.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는 사업수행평가와 성실도평가로 구성한다. 

3. 사업수행평가를 위해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별지 제7호]‘사업수행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에 대해 매년 사업수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운

영평가팀(평가지원 파트리더)은 사업수행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제안서평가시 제안업체별 

사업수행평가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수행평가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계약업체에 대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4. 사업수행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전년도 사업수행평가 점수의 평균값을 비

용평가 시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평가 실적이 없는 업체(신규업체 포함)가 입찰에 참여

했을 경우에는 모든 제안업체에게 사업수행평가 점수를 85점으로 일괄 적용한다.

5. 성실도평가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최근 2년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사항(과징금 부과 포함)처분에 대해 [별표 9]와 같이 산정하여 비용평가 시 전호의 사업수행

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제22조의3(비용분야 평가방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비용평가를 위해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제안서 평가기준가격(이하 “평가기

준가”라 한다)을 비용평가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기준가를 정할 경우 계약관리본부에서 산정한 예정가격을 적용하고, 예

정가격 산정이 불가시 재정분석기획관의 비용분석 결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의 비용분석 

자료 순으로 활용하여 산정한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예산은 지침 제4조(정의)의 사업예산을 말한다. 

3. 사업예산은 입찰공고 시에 공개하되, 평가기준가는 최종 평가결과 공개 시까지 누설되어서

는 아니 된다.

② 비용평가는 기술능력평가분야 평가결과 종합 후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하에 제안서평가팀장 및 

간사가 입회하여 제안서 평가기준가를 기준으로 [별표 10], [별표 10-1]의 평점산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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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여야 한다. 

③ 비용 평가에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가격입찰서(비용분석서 포함)”를 밀봉된 상태

로 접수하여 비용평가전까지 비공개 보관하여야 한다.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가격입찰서의 제안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업체 제안가격과 비용

분석서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용평가 참석 인원간 

협의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진위여부 확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 제안내

용의 확인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나 부정한 가격제시 등으로 타 입찰자와의 형

평성 및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업체를 협상대상업체 중 

최하위 순위로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의4(가·감점분야 평가방법) 

① 제안서평가의 가·감점 부여 평가항목은 중소·중견기업 가·감점, 보안사고 감점, 입찰조력자 허

위 명시 등의 감점, 업체식별 감점 및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중소·중견기업 참여에 따른 가·감점평가를 할 수 있으며, 가점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

우 참여업체 수 1점, 참여규모 1점을 원칙으로 총 2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고, 감점평가는 단수

인 평가대상 업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최소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적용하고 미충족한 업체당 0.2점씩을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와 비용평가 점수를 합한 

값)에서 감점한다. 다만, 사업에 요구되는 기술수준,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사업관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업체 수 가점과 참여 규모 가점을 20%범위 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감점 시에도 최소 참여업체 수 및 감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안업체가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지침 제4조 ‘가·감점 대상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2. 제안업체의 협력업체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계약체결시부터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협력업

체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의 증빙서류

(협력업체별 참여 지분비율을 % 단위로 명시)를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 경우

③ 전항의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감점평가는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가점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수행 내용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감점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가·감점평가 결과를 종

합점수에 반영한다. 

④ 보안사고 감점평가는 [별표 12]를 따르고 감점은 제안서평가 종합점수에 반영한다.

⑤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에 따른 감점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 업체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입찰조력자 현황 

2부를 1부씩 별도로 밀봉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제

출 이후에 입찰조력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5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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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입찰조력자 현황(전호의 단서조항 포함) 2부 

중 1부를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자체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현황을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

담당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송부한 입찰조력자 현황에 입찰조

력자가 허위로 명시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나 전호의 통합관리사업팀장

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력자 현황

에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별표 13]에 따라 감점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하여 해당 통합

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정행위 등을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낙

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통보한다. 

4.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⑥ 업체식별 감점평가는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심볼(로고 등)이 포함

된 경우나 제안서설명회시 업체명 언급 등으로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제안서 평가

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종합점수에서 0.1점을 감점한다.

⑦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평가는 [별표 14]에 따르고 가점은 제안서평가 종합점수에 반영한다.

제23조(제안서 평가협의회 운영)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제안서 평가 간 평가위원의 편파적인 평가여부 분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

서평가를 위해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평가위원 대표 2명 및 간사로 구

성한다. 이때, 평가위원 대표 2명 중 1명은 청, 국과연, 기품원 소속 직원에서 선정하고, 나

머지 1명은 타 소속기관에서 선정한다.

2.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각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팀장 

또는 평가위원 대표에게 요청하거나, 제안서평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3.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은 평가협의회 구성 인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협의 결과를 제안서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평가협의회 협의대상은 제안서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여부(제안서 내용 수정·보완·추가는 제외)

2. 현장실사 결과와 제안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업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해당 평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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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배점의 20%범위 이내에서 감점 여부 결정

3.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감점 부여 대상 여부 결정

4.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심볼(로고 등)이 포함된 경우나 제안서

설명회시 업체명 언급 등으로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 감점 여부 결정

5. 제안서 평가간 평가위원의 편파적인 평가여부 확인

6. 기타 평가위원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절  협상

제24조(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순위 결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

인 업체를 협상대상업체로 선정한다. 

② 평가대상업체가 단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이고 

동시에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비용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감점항목을 반영한 점수가 총 배점

(100점)의 85%이상인 경우에 선정한다. 

1. 중소·중견기업 최소 참여 감점

2. 보안사고 감점

3. 입찰조력 현황 허위 명시 등에 관한 감점

4. 업체식별 표시 감점

5.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③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협상대상업체의 종합점수에 기타 가·감점을 합산한 최종점수

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대⋅중분류순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 업체로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결과

를 위원회 또는 분과(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제12조 검증회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최초 

평가 결과, 검증 및 조치 내용, 최종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의 위원회에서 협상대상업체 및 우선순위가 결정된 이후에 협상대상업

체에게 협상대상업체 전원의 기술능력과 비용평가 점수, 가⋅감점을 적용한 최종점수, 협상순

위 및 협상일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상대상업체 또는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해당 업체의 평가결과 공개를 요구할 

경우 해당 업체의 세부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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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상대상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획득방법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방안을 재

검토 할 수 있다.

제25조(협상팀 구성)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

과연, 기품원 및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이 경우 협상팀

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상목록 작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효율적 협상을 위하여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 국과연 등의 전문가로부

터 의견을 받아 협상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팀에게 제공한다.

② 협상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기술협상․조건협상 및 가격협상으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6]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전항에 따라 가격협상 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의3 제1항의 평가기준가 이하로서 업체가 

제안한 가격을 근거로 작성한다. 단, 업체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평가기준

가를 근거로 한다.

제27조(협상방법) 

ⓛ 협상팀장은  제22조의3 제1항의 평가기준가와 업체의 제안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협상에 임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② 협상팀장은 협상시 협상대상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부득이 조정되는 경우 그 조정 내용에 상당하

는 금액을 당해 평가기준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 사이에 협상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협상대상 전환) 협상팀장은 최우선순위업체와 필수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

아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협상대상업체에 통보하고,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한다.

제28조의2(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에 따른 협상대상 전환)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은 협상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기 제출한 입찰조력자 현황

에서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의심되는 경우에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

담당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은 입찰 참여 업체가 입찰조력자 현황을 허위로 명시 또는 명시

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나 전항의 통합관리사업팀장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통

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과 협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현황이 허위로 명시되

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 명시 여부 및 내용, 고의․과실 정도, 보완 여

부, 제안서평가 점수, [별표 13]의 감점기준 등을 고려하여 협상 결렬 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를 



208  

｢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

이 위법‧부정행위 등을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제9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은 전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의 통보 내용

에 따라 조치해야 하며 이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장 구매사업 제안서 평가 및 기종결정

제1절 제안서 평가

제29조(평가항목·요구조건 결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종합군수지원, 목록화 자료, 신용도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대분류, 중분류, 세부분류)과 평가항목 중 세부분류 항목별 요

구조건(필수조건, 선택조건) 및 선택조건 총 항목 수에 대한 충족 항목수의 비율(이하 “선택조

건 충족비율”이라 한다)을 정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세부분류 평가항목별 요구조건을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하고 제안

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획득비, 운영유지비 등 비용요소 항목은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으

로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수조건을 작전운용성능을 포함하여 대상장비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충족

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필요시 필수조건에 대한 램(RAM)분석 등 객

관적인 비용검증을 위하여 주장비와 전력화지원요소의 총비용에 대한 검증자료 제출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필수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용도 평가

2. 보안사고 유무

3. 군용항공기 사업의 경우 감항인증관련 사항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의 필수조건 중  ‘신용도 평가’ 및 ‘보안사고 유무’는 각각[별표 8-1] 

및 [별표 12]의 충족기준 및 적용기간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도평가등

급 충족기준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요구조건 중 제3항의 필수조건 이외의 조건을 선택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

며, 대상장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택조건 충족비율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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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항목 및 요구조건 결정시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등 관련부서에 지원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평가 방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평가기준표를 작

성하여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제안서평가팀에 제공하고, 제안서평가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공한 평가기준표를 근거로 각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② 제안서평가팀은 제안서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전제로 한 추가 자료 요구는 할 수 없다. 다만, 

제안서상으로는 ‘충족’되나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에게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대상장비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한다.

1. 세부분류 항목별 요구조건 평가는  ‘충족’ 또는 ‘미충족’ 으로만 평가하여야 한다. 

2. 신용도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신용등급평가결과가 [별표 8-1]의 충족기준에 미달시 ‘미충족’

으로 평가한다. 

④ 제안서평가팀장은 제안서 평가 전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평가위원이 해당 분과 평가항목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위

원 상호간 평가와 관련된 의견이 공유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다만, 구매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분과별 평가위원 상호간 평가관련 전문지식 공유는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2. 평가위원 상호간에는 평가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 등이 누설되

지 않도록 한다.

3. 각 평가항목별 평가가 종료되면 분과장으로 하여금 분과별 평가위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분

과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제출토록 하게 한다. 이때 평가항목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가 상이

한 경우 분과별 협의를 통해 단일 평가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안서평가팀장은 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분과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통합사업

관리팀장에게 인계한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기간 동안 제안서 평가에 배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위사업감

독관실 관계자를 입회시킬 수 있다.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위원이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0조의2(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에 따른 감점 등 평가방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 업체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입찰조력자 현황 2부를 

별도로 밀봉하여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 제출 이후에 입찰조

력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5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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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입찰조력자 현황(전항의 단서조항 포함) 2부 중 

1부를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자체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현황

을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송부한 입찰조력자 현황에 입찰조력자

가 허위로 명시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나 전항의 통합관리사업팀장의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현황이 허위로 명

시되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표 13]에 따라 감점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하

여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정

행위 등을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통보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31조(제안서 평가협의회 운영)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제안서 평가간 평가위원의 편파적인 평가여부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제안서평

가를 위해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안서 평가간 분과별 협의 이외의 사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제안서 평가협의회은 제안서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각 분과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2. 제안서 평가협의회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각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팀장 

또는 분과장에게 요청하거나, 제안서평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3. 제안서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은 평가협의회 구성 인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협의 결과를 제안서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평가협의회 협의대상은 제안서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분과별 협의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2.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구 여부

3. 기타 평가위원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2조(대상장비선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장비선정안을 작

성하고 사업관리본부장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때 제안서평가팀장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배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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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요청서 요구조건 중 필수조건 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미충촉 되는 경우에는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

2. 선택조건 항목 중 미충족 항목비율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선택조건 충족비율에 미달할 

경우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선정 결과를 방위사업청내 관련부서, 합참, 소요군, 관련기관 및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의 특성상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제작과 설치, 시험평가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제한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대상장비

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따른 대상장비 수의 제한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은 해당 사업의 구매계획서에 포함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한다.

⑤ 대상장비의 수를 제한할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의한 방법, 선택조건의 충족비율에 의한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절 시험평가 및 협상

제33조(시험평가) 구매대상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2장 제8절 구

매사업 시험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4조(협상팀 구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협상팀을 구성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이 경우 협상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

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팀장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협상의 내용(기술․가격․계약조건․절충교역을 위한 협상을 말한다.)에 따라 해당 협상

을 주관할 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상결과 종합 및 보고 등 

후속조치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수행한다. 

제35조(협상계획 수립)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제34조에 의하여 협상팀이 구성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규정 제218조(협상계획 수립)에 따라 협상계획을 해당 계약관 및 획득기획국장과 협의

하여 수립하고 사업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은 전항의 협상계획 수립 시 계약관리본부 및 소요군 등 관련부

서․기관으로부터 협상요구사항을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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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협상방법) 

ⓛ 협상은 대상장비로 선정된 장비제안 업체와 실시하며, 절충교역을 위한 협상, 장비의 성능 등 기술

과 관련한 협상,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절충교역협상은 획득기획국이 주관하고, 가격 및 계약일반조건 협상은 계약관리본부가 주

관하되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또는 목표가를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

격 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며, 원가 및 목표가 담당자를 협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상팀장은 협상계획에 따라 협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③ 협상팀장은 협상 대상업체가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 사이에 협상기준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장의 승인을 받아 협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가계약 체결의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규정 제221조(가계약)에 따라 시험평가 결과 및 협

상결과를 종합하여 계약관리본부에 가계약 체결을 의뢰한다. 이 경우 가계약은 협상에 참가한 

전 업체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요구조건충족 시 최저비용 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제38조(기종결정 평가시기) 기종결정평가는 선정된 대상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

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

제39조(기종결정 평가요소)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요소는 비용요소와 비비용요소로 구분된다. 

③ 비용요소란 구매가격, 운영유지비, 지급일정, 비반복비용 환급, 보증조건 및 지급 이행조건 등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하며, 비비용요소는 비용요소 외에  무기체계 성능 및 

절충교역조건 등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요소를 말한다.

제40조(평가방법) 

① 요구조건충족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요구조건을 필

수조건과 선택조건으로 구분하고, 가격협상은 절충교역을 포함하여 장비의 성능 등 기술과 관

련한 협상, 협상결과 및 시험평가결과 등이 제안요청서 작성 시 설정된 평가요소 및 기준을 충

족하는 장비에 대하여 수행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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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종결정을 위한 최저비용은 업체가 제시한 최종가격과 운영유지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유지비 산정은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

서에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최저비용 산출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유류비 : 면세유 등

2. 인건비 : 운영자를 병사와 간부로 구분한 기준 호봉 등

3. 적용시간 : OMS-MP나 RAM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시간 등

4. 연간 장비운용시간 : 해당 무기체계 수명주기 또는 1회 창정비를 고려한 시간 등

5. 수리비, 부품비 : 부품의 고장간 평균시간 등

6. 정비비 : 예방정비에 소요되는 정비인시와 정비인력의 시간당 인건비 및 장비수 등

제41조(기종결정안 작성)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결과, 협상결과 및 가계약 체결결과 등을 종합하여 기종결정안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기종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경위

3. 대상장비의 조건충족 상태

가. 필수조건 충족여부

나. 선택조건 충족여부

4. 다음 각 목의 수명주기비용

가. 획득비용

나. 운영유지비용

다. 폐기비용 등

5. 가계약 내용 요약

6. 계획대비 가용예산 및 소요예산에 대한 판단

7. 과거계약의 이행실적 및 신용도 평가결과

8. 대상장비 중 기종결정 건의안

9. 다음 각 목의 부록

가. 가계약서

나. 국내․국외 조달구매품목

다. 시설․통신공사 계획

라. 생산현장연락관(PMO) 운영 계획

마. 교육과정비, 수송비, 관서운용비 등 제비용 요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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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에 따른 기종결정안 반영)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기 제출한 입찰조력자 현황에서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의심되는 경우에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은 입찰 참여 업체가 입찰조력자 현황을 허위로 명시 또는 명시

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나 전항의 통합관리사업팀장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통

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현황이 허위로 명시되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허위 명시 여부 및 내용, 고의․과실 정도, 보완 여부, 제안서평가 

점수, [별표 13]의 감점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종결정 대상 제외 여부 등을 판단하고 이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협상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

법‧부정행위 등을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9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43조(기종결정)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기종결정안을 위원회 또는 분과(실무)위원회

에 상정하여 기종을 확정한다. 단 사업관리본부장은 규정 제60조(주요사업 계획보고)에 의하여 

대통령 보고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의 기종결정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기관 및 최종 기종결정된 장비 제안업체

에 통보한다.

제4절 종합평가 방법에 의한 기종결정

제44조(종합평가 기종결정 대상) 통합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을 채

택할 수 있다.

1. 대상무기체계의 성능 차이가 큰 경우

2. 대상무기체계가 기 개발된 품목이어서 한국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성능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

3. 최신 기술을 요구하는 무기체계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주요 국책사업 및 대규모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5. 안보 및 군사외교,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고려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구매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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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인정하는 경우

제45조(기종결정 평가시기) 기종결정평가는 선정된 대상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및 협상 완료, 가

계약 체결 이후에 실시한다.

제46조(기종결정 평가요소)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을 구매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종결정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투자비용 대 효과를 분석

하고 그 밖에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되, 제5호 부터 제7호는 국외구매

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투자비 및 운영유지비의 경제성

2. 다음 각 목의 계약조건

가. 도입가격

나. 인도시기 및 인도조건

다. 대금지급조건

라. 지체상금 및 하자에 관한 조건

마. 기타 구매요구조건의 충족성

3. 시험평가 결과

4. 전력화지원요소

5. 절충교역 협상결과 및 최근 5년간 절충교역 계약이행실적(합의각서 미체결 또는 미이행 여

부 등을 말한다)

6. 방산․군수협력 협정체결 및 해외협력사업 추진여부

7. 계약상대국에 대한 우리 군수품의 판매실적과 해당 구매무기의 주요국가 운용실적

8. 협상결과

9. 국가전략 및 안보, 군사외교 등 국가이익

10. 과거 협상 및 계약의 이행실적․성실도․신용도․신인도 평가결과

③ 종합평가에 의한 방법은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와 협상결과 및 가계약서 등을 근거로 기종결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한다. 

제47조(기종결정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은 표준평가항목(대분류․중분류)과 세부분류 평가항목으로 구분하고 표준평가항목(대

분류․중분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용

가. 초기획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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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유지비

2. 성능

가. 작전운용성능

나. 기술적․부수적 성능

3. 운용적합성

가. 전력화지원요소

나. 운용여건

4. 계약 및 기타조건 

가. 계약조건

나. 절충교역

다. 신용도

라. 계약이행성실도([별표 9-1]에 의한 평가)

마. 기타조건

② 기종결정 종합평가의 표준평가항목 중 비용분야 배점은 30점으로 하고 성능, 운용적합성, 계약 

및 기타조건 등을 종합하여 배점을 70점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기종결정 평가항목 결정)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의 표준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기종결정 평가항목(대분류, 중분류, 

세부분류)을 결정할 수 있고, 필요시 표준평가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입찰공고 전까지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및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세부분류 평가항목 결정 시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평가항목별 배점 결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문가 의견수렴 방법(AHP 및 델파이 기법 등)을 통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을 결정한다. 단, 계약이행성

실도 평가항목 배점은 총배점(100점)의 2%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배점 결정을 위해 사업운영평가팀장에게 분야별 전문가 선정을 의

뢰할 수 있다.

③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전항에 의하여 평가항목별 배점 결정을 위한 전문가 

선정을 의뢰받은 경우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소요군, 국과연, 기품원, 또는 산업통상자원

부 등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의 협조를 얻어 분야별 배점 결정에 필요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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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제50조(전문연구기관 활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제47조 및 제48조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부여방안 등 세부 평가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1조(기종결정 평가방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표를 작성하여 기종결정 평가위원에게 제공

하고, 기종결정 평가위원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제공한 평가 기준표를 근거로 평가 항목에 대

해 평가한다.

② 비용평가는 [별표 10-1]에 의한 평점산식에 따른다.

③ 기종결정 평가팀장은 평가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평가위원이 해당 분과 평가항목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가위

원 상호간 평가와 관련된 의견이 공유되지 않도록 통제한다. 다만, 구매사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분과별 평가위원 상호간 평가관련 전문지식 공유는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2. 평가위원 상호간에는 평가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 등이 누설되

지 않도록 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기간 동안 기종결정 평가에 배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위사

업감독관 관계자를 입회시킬 수 있다. 

제52조(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에 따른 기종결정평가 반영)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기 제출한 입찰조력자 현황에서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의심되는 경우에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

관)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은 입찰 참여 업체가 입찰조력자 현황을 허위로 명시 또는 명시

하지 않은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나 전항의 통합관리사업팀장의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통

합사업관리팀장과 협조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현황이 허위로 명시되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안서평가의 결과, [별표 13]의 감점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종결정 

평가의 감점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하고 이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정행위 등을 위한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

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을 취소하도록 통보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에 따른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조치하

여야 하며 이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총괄기획담당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3조(기종결정 평가위원 선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대(중)분류 평가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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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로 기종결정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대분류 항목별로 2명 이상 5명 이하로 분과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분류 항목을 별

도 분과로 구성할 경우와 분과별 평가위원 구성 등을 조정할 때에는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항에 따라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수 등이 포함된 기종결정 평가계획을 수

립하고,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에게 사전협의 후 기종결정 평가팀 구성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기종결정 평가팀 선정 및 운영의 구체적 절차는 본 지침 제2장 제1절(제안서 평가팀 구성 및 

운영)을 준용한다.

제54조(기종결정 평가협의회 운영) 

① 사업관리본부장은 기종결정 평가간 평가위원의 편파적인 평가여부 등 공정하고 투명한 기종결

정 평가를 위해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기종결정 평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종결정 평가간 분과별 협의 이외의 사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종결정 평가협의회

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기종결정 평가협의회은 기종결정 평가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 각 분과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2. 기종결정 평가협의회는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각 평가위원이 기종결정 평가

팀장 또는 분과장에게 요청하거나, 기종결정 평가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3. 기종결정 평가협의회 의사결정은 평가협의회 구성 인원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고 과반수 이

상 찬성으로 결정하며 협의 결과를 기종결정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5조(기종결정안 작성)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 협상결과, 가계약 체결 결과 및 기종결정 평가결

과 등을 종합하여 기종결정안을 작성한다.

② 전항의 기종결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사업개요

2. 참여업체 및 기종 현황 

3. 참여업체․기종별 평가결과

4. 가격, 성능,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전력화지원요소 등 기종 결정을 위한 비교평가

5. 전력화지원요소

6. 항목별․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등 

제56조(기종결정) 

ⓛ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기종결정안을 위원회 또는 분과(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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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상정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기종결정을 확정한다. 단 사업관리본부장은 규정 제60조(주요

사업 계획보고)에 의하여 대통령 보고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의 기종결정에 대하여는 대통

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 결과를 청 내 관련부서, 기관 및 최종 기종결정된 제안업체에게 

통보한다.

제57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  칙<제438호, 2018. 7.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종전의 지침을 따른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 발령 후  다른 규정에서 직전 지침(｢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

서 평가 및 협상 지침｣, ｢무기체계 구매사업 제안서 및 기종결정 평가지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지침을 갈음하여 이 지침 또는 

이 지침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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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계약이행성실도 평가(구매사업 시)

 10 연구개발사업 비용평가 분야 평점 산식

 10-1 구매사업 비용평가분야 평점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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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무기체계 제안서평가 업무 추진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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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단위 : 점)

①평가 분야

(배점한도)

②평 가 항 목 ③(표준)배점

대분류 중 분 류 세 부 분 류 ④탐색 ·체계 ⑤양산포함

기술

능력

평가

(80)

개발

(· 양산)

계획

무기체계/구성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양산)계획

∙개발(· 양산) 목표 및 추진전략 3.6 3.6

∙체계통합 및 구성품 개발(· 양산)계획 4.0(4.4) 4.0(4.4)

∙체계 및 구성품 요구성능 충족도 등 2.8(3.2) 3.6(4.0)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주파수 운용포함) 2.8 1.6

∙ SW개발 · 관리 방안 2.8 1.6

일정 · 비용 ·
품질 · 위험 

관리계획

∙개발(· 양산)추진계획 및 일정 2.8(3.2) 2.4(2.8)

∙비용관리계획 4.0 1.6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2.8(3.2) 1.6(2.0)

∙위험관리계획 2.4 0.8

국산화 계획
∙국산화 대상품목 2.4 2.4

∙국산화 추진계획 1.6 1.6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및

시험평가 계획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계획 3.6 3.2

∙시험평가(및 수락시험) 계획 2.8 2.4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1.6( · ) 1.6( · )

소 계 40.0 32.0

개발

(· 양산)

능력

기술확보

현황 및 실적

∙소요기술 분석 및 식별 4.0 7.2

∙핵심기술 확보 현황 및 계획 6.4 10.0

∙기타 소요기술 확보 현황 및 계획 5.6 2.8

∙유사장비 연구개발 실적(국산화, 

수출실적 포함) 등
3.2 5.6

인력/장비/시설

보유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6.4 5.2

∙장비/시설/도구/SW/시험장비/M&S자원 

보유현황
3.2 5.2

∙미보유 장비/시설 등에 대한 대책 1.6 2.4

경영상태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2.4 2.4

∙신용평가 등급 2.4 2.4

∙기술유출방지대책 2.4 2.4

∙과거사업수행성실도 2.4 2.4

소 계 40.0 48.0

비용평가

(20)
∙최저제안가격/해당 제안가격(별표 10) 20.0

⑥

가 · 감점

(-4.2 ∼ 

+2.3)

∙중소 · 중견기업 참여 가점(별표 11) + 2.0(최대)

∙중소 · 중견기업 참여 감점 - 0.6(최대)

∙보안사고 감점(별표 12) - 3.0(최대)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의 감점(별표 13) - 0.5(최대)

∙업체식별 표시 감점 - 0.1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별표 14) + 0.3(최대)



223

  ① 사업 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②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사업수행성실도를 제외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조정가능

  ③ 배점 ( ) 숫자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평가항목 제외시 배점임

  ④ 탐색․체계 : 탐색개발, 체계개발, 탐색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⑤ 양산포함 :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탐색개발,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⑥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비용평가 점수)에서 가·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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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무기체계/
구성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양산)
계획

개발(· 양산)목표 

및 추진전략

∙무기체계에 대한 요구조건(작전운용성능, 기술적 · 부수적 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개발

(· 양산)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개발(· 양산)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창의성, 혁신성, 타당성 측면에서 적절성 등 

평가

체계통합 및 

구성품 개발

(· 양산) 계획

∙체계구성(WBS구성)의 적절성과 운영개념과 연계한 체계/부체계 

설계 방안을 확인하고 체계 통합 및 부체계(구성품) 제작방안을 

평가

∙상용품 및 기 규격품 적용방안을 평가하고, 제안업체는 상용품 

및 기 규격품 관련 자료(KS제품 및 기 규격품 현황 등)를 제출

* 계약업체는 계약체결시부터 완료시까지 상용품 및 기 규격품 적용 

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조치는 계약특수조건에 반영

∙체계 성능 및 구현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여 M&S기반의 개발 

및 시험평가 계획 등을 평가(체계공학 단계별 M&S활용방안 

수립, M&S자원 식별/확보방안, M&S자원관리 조직을 통한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

체계 및 구성품 

요구성능 충족도 

등

∙작전운용성능(ROC)과 기술적 · 부수적 성능에 관한 능력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기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등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초과충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주파수 

운용포함)의 

적절성

∙상호운용성(주파수 운용 포함)에 대한 세부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제시된 상호운용성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관련된 타 체계와 협조방안 등 평가

SW개발 · 관리 

방안

∙ SW개발 방법론 및 도구를 활용한 개발방안의 타당성, SW품질 

보증활동 / 형상관리 방안 적절성, SW 신뢰성시험 방안 등 평가

일정 · 비용 ·
품질 · 위험

관리계획

(계속) 

개발(· 양산) 
추진계획 및 

일정 준수 

가능성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적절하게 개발(· 양산)추진 

계획을 작성하고 일정준수 또는 단축방안이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안되었는지를 평가

* 개발(· 양산)추진일정, 과학적 기법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일정관리 

방안(EVMS적용 계획 등), 일정지연 관리 방안 제시

비용관리계획

∙원가절감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개발비/양산비/운영유지비 산정의 

적정성과 EVM적용 등 비용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목표비용 설정/과학적 목표비용관리 계획의 적절성/연도별 사업비용 

분배 계획/위험관리와 연계한 비용관리 계획/비용절감 방안, WBS별 

원가절감 방안/회사차원의 투자/원가절감추진 실적, 비용분할구조/비용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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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일정 · 비용 ·
품질 · 위험

관리계획

(계속)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품질인증여부

포함)

∙형상관리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형상관리 조직, 형상관리 운영방안, 형상관리 절차, 전문 · 자동화 도구 

적용방안 제시

∙품질관리,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 품질보증 조직, 품질보증 활동 일정 및 범위단계별 품질 보증 절차, 

품질보증 목표 및 기준, 전문 ·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전력화평가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인력, 시설 유지계획 등의 

적절성

∙국방분야 품질경영인증(KDS)과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 여부

* 청 고시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 관리에 관한 고시｣의 ‘인증 

범위 및 코드’표에 의해 해당분야 품질경영인증여부는 당해 배점의 

10%, 타분야 또는 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여부에 따라 당해 

배점의 5%로 평가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 

방안(품질 

인증여부 

포함)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품
질인증여부포함)

∙ SW프로세스 인증 [배점의 10%]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포함

인증

등급

SP 3 / 

CMMI · SPICE4~5

SP 2 / 

CMM · SPICE2~3
미부여

비율(%) 100 50 0

위험관리계획

∙사업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요소를 분석과 및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업체관리방안을 평가

* 위험관리 조직, 위험요소 식별, 분석 및 평가, 위험요소별 대처계획 

수립, 위험현황 감시 및 통제, 위험관리 전문도구 활용 계획, 협력업체 

위험요소 대처방안의 적절성 등

∙위험관리를 위한 회사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평가

* 위험관리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위험관리 회사차원 지원방안 등 

제시

국산화

계획

국산화 대상품목

∙국산화 대상품목(부품, 내장형 소프트웨어, 상용 소프트웨어로 

구분) 선정의 적절성 평가

* 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 분석결과, 군수지원 용이성 등

* 상용 소프트웨어(무기체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중 구매하는 운영 

체계, 미들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 외산과 국산의 성능비교, 국산화 

적용방안 등

∙부품 국산화율 평가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91조(부품국산화율 산정) 적용

* 내장형 소프트웨어와 상용 소프트웨어는 해당 부품에 포함되므로 부품 

국산화율에 대해 평가. 단 해외 기술이전 받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를 명시하고, 해당 부품 국산화율의 50%만 인정하여 평가

국산화 추진계획

∙국산화 대상품목의 국산화 추진계획의 적절성 평가

* 국산화의 필요성, 적용장비, 인증절차 및 시험 방안, 개발예상단가, 

개발기간, 완료시기 및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지정품목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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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전력화

지원요소

 및 

시험평가 

계획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계획

∙즉각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소요군 주관의 전투발전 

지원요소 획득을 위해 각 전투발전지원요소 항목별 지원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군사교리(필요시 운용전술 및 운용전술교범 지원 계획 포함), 교육훈련,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파수 및 

통신회선 등

∙안정적, 경제적,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양산)계획의 적절성

*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 조직, 추진일정, 종합군수 지원 11대 요소별 

개발 개념, 군수지원분석 도구 활용 방안, 일정에 따른 목록화 대상 

자료의 제출계획 등

시험평가

(및 수락시험)
계획

∙시험평가 지원 및 수행실적, 시험평가 소요기술 · 장비 · 시설 

분석과 보유 현황 및 미보유시 대책, 단계별 구성품/부체계/체계 

통합시험, 통합시험평가(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계획 등 

시험평가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 양산단계가 포함된 경우 수락시험 포함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표준 감항인증기준 또는 기타 감항인증기준이 사업특성에 맞게 

적절히 선정되고, 감항인증 관련 법률 / 업무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감항인증(형식인증. 
생산확인 활동, 감항인증) 업무를 구분하여 사업관리 절차 및 

일정과 연계한 실현 가능성 등 감항인증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기술확보

현황 및 

실적

소요기술 분석 

및 식별

∙체계 및 구성품 요구성능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 기술 및 

수준 분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핵심기술 확보 

현황 및 계획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확보현황과 미보유 핵심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관련된 기술자료 제시(특허, 인증, 논문, 자체 연구보고서 등)

* 부품(해외 도입품 포함)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등 평가

∙핵심기술요소에 대한 기술성숙도 및 제조성숙도 평가계획 등을 

평가

기타 소요기술 

확보현황 및 

계획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접근 및 개발(· 양산)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보유 기술현황은 ｢소요기술(수준) 분석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소요기술 분석에서 제시한 소요기술과의 연관성있게 확보 

현황(핵심기술 제외) 및 미보유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시기,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 관련된 기술자료 제시(특허, 인증, 논문, 자체 연구보고서 등)

유사장비 

연구개발 

실적(국산화, 
수출 실적 포함) 

등

∙유사 체계 또는 타 분야 체계 연구개발 실적에 대해 본 사업과의 

경험적 요소와 기술적 연관성 및 기여도(수출 실적 포함)를 평가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 실적(국산화, 수출 실적 포함)에 대해 본 

사업과의 기술적 연관성 및 기여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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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인력/장비/ 
시설

보유현황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사업수행 조직 및 PM의 책임/권한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부요구사항 및 기타요구사항 등이 누락없이 제안

∙개발(· 양산)수행 조직, 직책별 역할, 능력 및 경력의 적절성

* 사업수행 조직은 체계개발, 사업관리 등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요원들로 구성되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구성 기법을 평가

∙참여하는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 및 부족인력 해소계획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

장비/시설/도구/
SW/시험장비/ 

M&S자원 

보유현황

∙개발(· 양산)과 연관된 소요 장비 / 시설 및 설비 판단의 적절성, 
시험장비 소요현황 식별의 적절성, S/W 개발 Tool 보유현황 및 

적용가능 (시험 SW, 수치해석 프로그램, M&S Tool 등) 여부, 
개발과 연관된 M&S자원 보유 현황(SBA 통합정보체계 등록실적 

포함)을 평가

미보유 장비 / 
시설 등에 대한 

대책

∙미 보유 장비/시설/도구/SW의 확보방안(부족 장비 / 시설 / 도구 

/ SW / M&S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확보 계획 수립 

여부)의 적절성과 미보유 시험장비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장비 활용 등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업체에서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8단계로 구분, 해당단계의 

환산비율을 적용(정량화)하여 평가

기술유출 

방지대책

∙기술보호체계 구축(1.7점)
① 정보보호체계 구축(정량, 0.8점) : 구축기준은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 기준’에 따라 아래 보안시스템 모두 구축시 환산 

비율 100%를 부여하고, 1개라도 미구축이면 환산비율 0%를 

부여한다. 구축여부는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이 확인한다.

구분
EAL

4이상

EAL
3+

EAL
3

EAL
2+

EAL
2

EAL1
미구축

UTM
(방화벽 및 IPS)

구축 미구축

백신 구 축      미구축

DRM(또는DLP) 구 축 미구축

* 국내 판매중인 백신은 EAL3이 최고 등급임

* DLP는 최고등급이 EAL2이고, DRM은 등급 구분이 없으므로 구축시 

점수 부여

*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에 구축되어 있는 보안시스템을 제안서 

평가 전에 확인하며, 구축계획 제출/인증기간 만료 등은 미구축으로 

평가

<용어 설명>

∙ EAL(Evaluation Assurance Level) : 평가보증등급

∙ UTM : United Threat Management / 통합 위협 관리 

시스템으로 단일 하드웨어에 여러 보안기능을 집적시킨 통합 

보안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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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경영상태

－ 방화벽 : 해킹과 같은 외부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여 내부 정보를 보호하고 유해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시스템

－ IPS : Intrusion Prevention System / 침입방지시스템. 악성 

코드 및 해킹 등의 침입이 발생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침입을 

막고 알려지지 않은 방식의 침입으로부터 네트워크와 호스트를 
보호하는 시스템

∙백신 : 컴퓨터를 검사하여 바이러스를 탐지 및 탐색, 퇴치하는 

프로그램

∙ DRM : Digital Rights Management / 문서보안프로그램. 문서,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와 무단사용을 방지 

하는 시스템

∙ DLP: Data Loss Prevention / 문서보안프로그램 주로 usb, 
외장하드, 이메일 및 메신저 등의 첨부기능 등 내부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시스템 

② 기술보호대책 수립(정성, 0.9점) : 기술, 인원, 시설, 등에 대한 

기술보호 관리대책, 보호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 등 기술 

보호대책의 적절성

∙보안감사 · 측정 점수(정량, 0.7점) : 정기보안감사/보안측정 결과를 
근거로 평가하며, ‘보안감사/보안측정결과(%)×배점’으로 산출

* 보안감사와 보안측정이 있는 경우 보안감사를 우선 적용하며, 보안감사는 

전년도(전년도 미수검시 전전년도) 결과를 반영하고 보안측정은 5년 

이내의 결과 중 최근 결과를 적용

* 보안감사 또는 보안측정을 받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모든 업체를 “기술보호체계 구축” 항목만 평가하되, “보안감사ㆍ측정 

점수” 배점을 “기술보호대책수립” 배점에 더한다.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협력업체의 개발(· 양산)인력과 기술능력을 고려 선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협력업체와 합의 각서(MOU 등)를 제시)
∙협력업체의 구성 및 업무분장, 업무협조 계획 및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 확립 방안의 적절성, 협력업체 위험 요소에 대한 

대처방안 등 협력업체 관리의 적절성을 평가

∙협력업체의 기술보호체계 대책과 보안사고 유무 및 관리계획

과거사업수행

성실도

∙사업수행평가 : 사업별 계약체결부터 전력화 평가까지 매년 

사업관리회의에서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전년도 사업수행평가 점수(평균값)를 제안서 평가에 

적용

∙성실도평가 :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의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사항(과징금 부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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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함정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단위 : 점)

①평가분야

(배점한도)

②평 가 항 목 ③(표준)배점

대분류 중 분 류 세 부 분 류 ④탐색․체계 ⑤양산포함

기술

능력

평가

(80)

개발

(· 양산)

계획

함정개발

(· 양산)계획

∙개발(· 양산)목표 및 추진전략 3.6 4.4

∙함정과 탑재장비의 체계통합 및 설계 · 제작 

방안
4.4 4.0

∙요구성능 충족도(일반/특수성능 포함) 등 4.0 4.0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2.0 1.2

∙ SW 개발 · 관리 계획 2.0 0.8

일정 · 비용 ·
품질 · 위험

관리계획

∙개발(· 양산) 추진계획 및 일정 3.2 2.8

∙비용관리계획 3.2 0.8

∙형상 및 품질관리계획 2.8 1.6

∙위험관리계획(탑재장비 조달 및 관리계획 

포함)
2.8 1.2

국산화 계획
∙국산화 대상품목 2.4 1.6

∙국산화 추진계획 1.6 2.4

전력화지원 

요소확보 및 

시험평가계획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계획 2.8 3.2

∙사전성능 입증계획 2.4 1.6

∙시험평가(및 시운전)계획 2.8 2.4

소 계 40.0 32.0

개발

(· 양산)

능력

기술확보 

현황 및 실적

∙소요기술 분석 및 식별 5.6 8.0

∙소요기술 확보 현황 및 계획 6.4 8.0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실적(국산화, 

수출실적 포함)
4.8 8.0

인력/장비/시설 

보유현황

∙개발(· 양산) 수행조직 및 인력 6.4 8.8

∙장비 · 시설 · 도구 · SW · 시험장비 · M&S자원 

보유현황
4.0 4.0

∙미보유 장비/시설 등에 대한 대책 2.4 1.6

경영상태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방안 2.8 2.4

∙신용평가 등급 2.8 2.4

∙기술유출 방지대책 2.4 2.4

∙과거사업수행성실도 2.4 2.4

소 계 40.0 48.0

비용평가

(20)
∙최저제안가격/해당 제안가격(별표 10) 20.0

⑥

가 · 감점

(-4.2 ~ 

+2.3)

∙중소 · 중견기업 참여 가점(별표 11) + 2.0(최대)

∙중소 · 중견기업 참여 감점 - 0.6(최대)

∙보안사고 감점(별표 12) - 3.0(최대)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의 감점(별표 13) - 0.5(최대)

∙업체식별 표시 감점 - 0.1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별표 14) + 0.3(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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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 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②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사업수행성실도를 제외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조정가능

  ③ 배점 ( ) 숫자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평가항목 제외시 배점임

  ④ 탐색․체계 : 탐색개발, 체계개발, 탐색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⑤ 양산포함 :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탐색개발,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⑥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비용평가 점수)에서 가·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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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1] 함정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함정개발

(· 양산) 
계획

∙개발(· 양산) 목표 

및 추진전략

∙개발(· 양산)에 대한 요구조건(작전운용성능, 기술적 · 부수적 

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함정사업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개발(· 양산)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창의성, 혁신성, 타당성 측면의 적절성

∙함정과 

탑재장비의 

체계통합 및 설계

· 건조 방안

∙체계구성(SWBS)의 적절성, 탑재장비와 함정간 체계통합을 

위한 설계 · 건조 방안의 적절성

∙체계 성능 및 구현가능성 예측을 위한 M&S기반의 개발 및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 체계공학 단계별 M&S활용방안 수립, M&S자원 식별/확보 방안, 

M&S자원관리 조직을 통한 활용 및 관리의 효율성 등

∙요구성능 

충족도(일반/특수

성능 포함) 등

∙작전운용성능(ROC)과 기술적 · 부수적 성능에 관한 능력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기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등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초과충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

∙함정 운용개념/운용요구서(OCD/ORD) 및 운용형태-임무유형 

(OMS-MP) 분석 및 작성을 위한 소요군과의 협조체계 

구축계획 및 자료분석 활동 계획의 적절성

∙개발함정의 특수성능분야 분석/연구, 설계반영 계획 및 

평가계획의 적절성

* 특수성능 : 진동, 충격, 함내소음, URN, RCS, IR, 자기신호 등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상호운용성(주파수 운용 포함)에 대한 세부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제시된 상호운용성 방안의 적절성

∙관련된 타 체계와 협조방안의 적절성

∙ SW 개발 · 관리 

계획

∙ SW개발 방법론 및 도구를 활용한 개발 · 관리방안의 타당성, 
SW품질 보증활동/형상관리 방안 적절성, SW 신뢰성시험 

방안의 적절성

일정 · 비용 ·
품질 · 위험

관리계획

∙사업 추진계획 및 

일정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적절하게 개발(·
양산)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일정준수 또는 단축방안의 적절성

* 과학적 사업관리기법을 활용한 개발추진일정, 일정관리 방안 

(EVMS적용 계획 등), 일정지연 관리 방안 제시

∙도급 장비 조달계획이 함건조 계획과 부합되는지에 대한 

적절성

∙비용관리계획

∙원가절감을 위한 추진방안, 설계비/건조비/운영유지비 산정의 

적절성과 EVM적용 등 비용관리 계획의 적절성

* 목표비용 설정/과학적 목표비용관리 계획의 적절성/연도별 개발

(· 양산)비용 분배 계획/위험관리와 연계한 비용관리 계획/비용 

절감 방안, WBS별 원가절감 방안/회사차원의 투자/원가절감 추진 

실적, 비용분할구조/ 비용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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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일정 · 비용 ·
품질 · 위험

관리계획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품
질인증여부포함)

[별표 2-1] 참조

∙위험관리계획

(탑재장비 조달 

및 관리계획 포함)

∙개발(· 양산)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업체관리방안의 적절성

* 위험관리 조직, 위험요소 식별, 분석 및 평가, 위험요소별 대처 

계획 수립, 위험현황 감시 및 통제, 위험관리 전문도구 활용 계획, 

협력업체 위험요소 대처방안의 적절성 등

∙위험관리를 위한 회사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위험관리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위험관리 회사차원 지원 방안 

등 제시

∙보건ㆍ안전ㆍ환경 관리 현황 및 계획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현황 및 대책

국산화 

계획

∙국산화 대상품목 [별표 2-1] 참조

∙국산화 추진계획 [별표 2-1] 참조

전력화 

지원요소

확보

및 

시험평가 

계획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계획

∙즉각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소요군 주관의 전투발전 

지원요소 획득을 위해 각 전투발전지원요소 항목별 지원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군사교리(필요시 운용전술 및 운용전술교범 지원 계획 포함), 

교육훈련,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파수 및 통신회선 등

∙안정적, 경제적,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함정사업에 

적합한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양산)계획의 적절성 평가

*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조직 (조선소 조직, 협력업체 조직), 함정 

및 탑재장비의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개념 및 요소별 세부 추진 

계획, 시험평가 계획, 종합군수지원 개발 도구 활용계획, 후속군수 

지원 보장대책, 일정에 따른 목록화 대상자료의 제출계획 등

* ILS 협력업체 포함시 협력업체 조직, 수행업무, 관리방안 등 제시

∙사전성능 

입증계획

∙국산화, 연구개발 및 관/도급 구매 탑재장비와 함정 간 통합 

관련 사전 성능입증 계획의 적절성

∙설계 결과를 활용 선도함 건조시 성능충족 여부 사전입증 

방안의 적절성

∙특수성능 설계결과 사전성능입증 계획의 적절성

∙시험평가 계획  

(시운전 포함)

설계 단계별 검증, 타당성 확인 및 시험평가계획>

∙개념설계,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후 설계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방안의 적절성

∙시험평가 지원 및 수행실적, 시험평가 소요기술 · 장비 · 시설 

분석과 단계별 구성품/ 부체계/체계 시험평가 (자체시험, 
개발시험 평가, 운용시험평가, 통합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설계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타당성 확인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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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전력화 

지원요소

확보

및 

시험평가 

계획

∙설계결과물에 대한 시험평가관련 M&S활용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함정 건조단계별 시험평가계획>

∙건조 공정 간 시험(Work-in-Process Test), 개발 및 운용 

시험평가, 통합시험평가 등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체계 수준별(자재, 부품, 구성품, 하부시스템, 시스템)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함정 건조관련 선도함 시험평가계획의 적절성 및 선도함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후속함에 반영 후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특수성능 시험평가 계획>

∙함정 특수성능에 대한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 양산단계가 포함된 경우 시운전 포함

기술

확보 현황 

및 

실적

∙소요기술 분석 및 

식별

∙함정 설계 및 건조에 필요한 소요 기술 및 수준 분석의 

적절성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접근 및 개발방안의 실현 가능성

∙함정 설계시 개발함정의 고유 특수성능 분야 설계에 대한 

소요기술 분석 방안 제시 및 설계 반영 계획의 적절성

∙소요기술 확보 

현황 및 계획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소요기술의 확보현황과 미보유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의 적절성

* 관련된 기술자료 제시(특허, 인증, 논문, 자체 연구보고서 등)

* 부품(해외 도입품 포함)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등 평가

∙보유 기술현황은 ｢소요기술(수준) 분석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소요기술 분석에서 제시한 소요기술과의 연관성있게 확보 

현황 및 미보유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시기, 비용 등)의 

적절성

* 관련된 기술자료 제시(특허, 인증, 논문, 자체 연구보고서 등)

∙유사함정 설계 및 

건조실적

(국산화, 수출 

포함)

∙유사 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에 대해 본 함정과의 경험적 

요소와 기술적 연관성 및 기여도(수출 실적 포함)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 실적(국산화, 수출 실적 포함)에 대해 

본 사업과의 기술적 연관성 및 기여도

인력/
장비/

시설 보유

현황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사업수행 조직 및 PM의 책임/권한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부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 등이 누락없이 제안

∙연구개발 조직, 직책별 역할, 능력 및 경력의 적절성

* 사업수행 조직은 체계개발, 사업관리 등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요원들로 구성되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구성 기법을 평가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 및 부족인력 해소계획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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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인력/
장비/

시설 보유

현황

∙장비 · 시설 · 도구 ·
SW · 시험장비 ·
M&S자원 

보유현황

∙개발(· 양산) 연관된 소요 장비 / 시설 및 설비 판단의 적절성, 
시험장비 소요현황 식별의 적절성, S/W 개발 Tool보유 현황 

및 적용가능 여부

* 시험 SW, 수치해석 프로그램, M&S Tool 등) 여부, 개발과 연관된

M&S자원 보유 현황(SBA 통합정보체계 등록실적 포함)

∙미보유 장비/시설 

등에 대한 대책

∙미 보유 장비/시설/도구/SW의 확보방안(부족 장비 / 시설 / 
도구 / SW / M&S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확보 

계획 수립 여부)의 적절성과 미보유 시험장비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 장비 활용 등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경영

상태

∙신용평가 등급 [별표 2-1] 참조

∙기술유출 

방지대책
[별표 2-1] 참조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 방안
[별표 2-1] 참조

∙과거사업수행

성실도
[별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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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단위 : 점)

①평가분야

(배점한도)

②평 가 항 목 ③(표준)배점

대분류 중 분 류 세 부 분 류 ④탐색․체계 ⑤양산포함

기술

능력

평가

(80)

개발

(· 양산)

계획

무기체계/

구성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양산)

계획

∙개발(· 양산) 목표 및 추진전략 3.2 2.0

∙체계 요구사항 분석 및 충족계획 5.6 3.2

∙기능 및 요구 성능 충족도(응용, 공통, 연동 등) 8.0 3.6

∙체계통합 및 핵심부품(구성품) 제작능력 2.8 2.8

∙ SW 개발방안 및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3.2 1.2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확보계획 2.8 1.2

일정 · 비용 ·

품질 · 위험 

관리계획 등

∙개발(· 양산)추진 계획 및 일정 관리 계획 4.0 3.6

∙비용관리계획 2.8 1.6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2.8 2.0

∙위험관리계획 2.4 1.6

국산화계획
∙국산화 대상품목 2.4 2.0

∙국산화 추진계획 1.6 1.6

전력화지원 

요소확보 및

시험평가계획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계획 3.6 2.8

∙시험평가 계획 2.8 2.8

소 계 48.0 32.0

개발

(· 양산)

능력

기술확보

현황 및 실적

∙소요기술 식별 및 분석 2.4 7.6

∙소요핵심기술확보 현황 및 계획 3.2 7.6

∙기술자료 확보현황 및 계획(특허인증 포함) 2.4 3.6

∙유사장비 연구개발 실적(국산화, 수출실적 

포함)
3.2 5.2

인력/장비/시

설

보유 현황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6.4 6.4

∙장비/시설/도구/SW 확보/시험장비/ 

M&S자원 보유현황
3.2 5.6

∙미보유 장비/시설 등에 대한 대책 1.6 2.4

경영상태

∙협력업체선정의 적절성 2.4 2.4

∙신용평가 등급 2.4 2.4

∙기술유출방지대책 2.4 2.4

∙과거사업수행성실도 2.4 2.4

소 계 32.0 48.0

비용평가

(20)
∙최저제안가격/해당 제안가격(별표 10) 20.0

⑥

가 · 감점

(-4.2 ∼ 

+2.3)

∙중소 · 중견기업 참여 가점(별표 11) + 2.0(최대)

∙중소 · 중견기업 참여 감점 - 0.6(최대)

∙보안사고 감점(별표 12) - 3.0(최대)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의 감점(별표 13) - 0.5(최대)

∙업체식별 표시 감점 - 0.1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별표 14) + 0.3(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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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 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②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사업수행성실도를 제외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조정가능

  ③ 배점 ( ) 숫자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평가항목 제외시 배점임

  ④ 탐색․체계 : 탐색개발, 체계개발, 탐색과 체계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⑤ 양산포함 :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탐색개발, 체계개발과 양산단계를 통합 수행하는 사업

  ⑥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비용평가 점수)에서 가·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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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1] 전장관리정보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무기체계/
구성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 양산)
계획

개발(· 양산)목표 및 

추진전략

∙무기체계에 대한 요구조건(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 사업특성 및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개발(· 양산)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개발(· 양산)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을 

평가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

체계 요구사항

분석 및 충족계획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계획과 시스템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을 평가

∙데이터 전환계획 및 검증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방법 등 평가

∙운영시 필요한 사항 및 고려사항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 

여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사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등을 평가

기능 및 요구성능 

충족도(응용, 공통, 
연동 등)

∙작전운용성능(ROC)과 기술적 · 부수적 성능에 관한 능력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기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등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초과충족 및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 작전운용성능과 연계하여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

∙응용, 공통, 연동 등 체계성능 전반적 요구사항 충족성 평가

체계통합 및 

핵심부품(구성품) 
제작능력

∙체계구성(WBS구성)의 적절성

∙체계 통합 및 핵심부품(구성품) 제작능력

∙체계 및 구성품의 성능검증 방안 등 적절성 평가

∙체계 핵심부품(구성품)을 식별하고, 개발방안 및 확보방안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체계통합방안과 체계통합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해결방안, 제한사항을 도출하고 극복대책 등

SW개발 방안 및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 SW개발 방법론 및 도구를 활용한 개발방안의 타당성 평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방안 

및 공통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사용 방안의 적정성 평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구현 계획 

적정성, SW 구현시 관련 제약사항 충족성 평가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확보계획

∙상호운용성(주파수 운용 포함)에 대한 세부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제시된 상호운용성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관련된 타 체계와 협조방안의 적절성 평가

일정 ·
비용 ·
품질 ·
위험

관리계획

 사업 추진 계획 

및 일정 관리계획

준수 가능성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적절하게 개발(· 양산)추진 

계획을 작성하고 일정준수 또는 단축방안이 구체적이고 효율적 

으로 제안되었는지를 평가

* 개발(· 양산)추진일정, 과학적 기법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일정관리 

방안(EVMS적용 계획 등), 일정지연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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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일정 ·
비용 ·
품질 ·
위험

관리계획 

비용관리계획의 

적절성

∙원가절감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개발비/양산비/운영유지비 

산정의 적정성과 EVM적용 등 비용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목표비용 설정/과학적 목표비용관리 계획의 적절성/연도별 개발(·

양산)비용 분배 계획/위험관리와 연계한 비용관리 계획/비용절감 

방안, WBS별 원가절감 방안/회사차원의 투자/원가절감 추진 실적, 

비용분할구조/비용분석 등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품질

인증여부포함)
[별표 2-1] 참조

위험관리계획

∙체계개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요소를 분석과 및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업체관리방안을 평가

* 위험관리 조직, 위험요소 식별, 분석 및 평가, 위험요소별 대처계획 

수립, 위험현황 감시 및 통제, 위험관리 전문도구 활용 계획, 협력 

업체 위험요소 대처방안의 적절성 등

∙위험관리를 위한 회사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평가

* 위험관리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위험관리 회사차원 지원방안 등 

제시

국산화

계획

국산화 대상품목 [별표 2-1] 참조

국산화 추진계획 [별표 2-1] 참조

전력화

지원요소

확보 및

시험평가

계획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계획의 

적절성

∙즉각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소요군 주관의 전투발전지원 

요소 획득을 위해 각 전투발전지원요소 항목별  지원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군사교리(필요시 운용전술 및 운용전술교범 지원 계획 포함), 교육 

훈련,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파수 및 통신회선 등

∙안정적, 경제적,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 조직, 추진일정, 종합군수 지원 11대 요소별 

개발 개념, 군수지원분석 도구 활용 방안, 일정에 따른 목록화 

대상자료의 제출계획 등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시험평가 지원 및 수행실적, 시험평가 소요기술 · 장비 · 시설 

분석과 보유 현황 및 미보유시 대책, 단계별 구성품/부체계/ 
체계통합 시험, 통합시험평가(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계획 

등 시험평가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적용기술

확보

현황 및 

실적

소요기술 식별 및 

분석의 적절성

∙체계 및 구성품 요구성능 충족을 위하여 개발에 필요한 소요 

기술 및 수준 분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소요기술 확보현황 

및 확보계획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소요기술의 확보현황과 미보유 소요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부품(해외 도입품 포함)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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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적용기술

확보

현황 및 

실적

기술자료 확보현황

및 계획

(특허인증 포함)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접근 및 개발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보유 기술현황은 ｢소요기술 식별 및 분석의 적절성｣ 평가항목의 

소요기술 분석에서 제시한 기술과 연관성있는 기술자료 확보 

현황 및 미보유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시기,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평가

* 관련된 기술자료 제시(특허, 인증, 논문, 자체 연구보고서 등)

유사장비 연구개발 

실적(국산화, 
수출실적 포함) 등 

∙유사 체계 또는 타 분야 체계 연구개발 실적에 대해 본 

사업과의 경험적 요소와 기술적 연관성 및 기여도(수출 실적 

포함)를 평가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 실적(국산화, 수출 실적 포함)에 대해 

본 사업과의 기술적 연관성 및 기여도를 평가

인력/장비/
시설

보유현황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절성

∙사업수행 조직 및 PM의 책임/권한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부 

요구사항 및 기타요구사항 등이 누락없이 제안

∙연구개발 조직, 직책별 역할, 능력 및 경력의 적절성

* 사업수행 조직은 체계개발, 사업관리 등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요원들로 구성되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구성 기법을 평가

∙참여하는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 및 부족인력 해소계획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

개발 장비/시설/
도구/SW/시험장비/
M&S자원 보유현황

∙개발과 연관된 소요 장비 / 시설 및 설비 / S/W 개발 Tool 
(시험 SW, 수치해석 프로그램, M&S Tool 등) / 시험장비 / 
M&S자원 보유 현황(SBA 통합정보체계 등록실적 포함)

미보유 장비/시설 

등에 대한 대책

∙미 보유 장비 / 시설 / 도구 / SW / M&S자원 현황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확보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

∙미보유 시험장비에 대한 확보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 장비 

활용 등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별표 2-1] 참조

기술유출방지대책 [별표 2-1] 참조

협력업체 선정의 

적절성
[별표 2-1] 참조

과거사업수행

성실도
[별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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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표준)

(단위 : 점)

①평가분야

(배점한도)

②평 가 항 목
③(표준)배점

대분류 중 분 류 세 부 분 류

기술

능력

평가

(80)

기술

협력

생산

계획

무기체계/구성품 

및 소프트웨어

생산계획

∙기술협력생산 목표 및 추진전략 3.6

∙체계통합 및 구성품 제작방안 4.0(4.4)

∙체계 및 구성품 요구성능 충족도 2.8(3.2)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2.8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확보 계획 2.8

  일정 · 비용 ·

품질 · 위험 

관리계획

∙생산추진계획 및 일정관리계획 2.8(3.2)

∙비용관리계획 2.8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품질인증여부포함) 3.2(3.6)

∙위험관리계획 3.2

국산화 계획
∙국산화 대상품목 2.4

∙국산화 추진계획 1.6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및

시험평가계획

∙전력화지원요소 확보 계획 3.6

∙시험평가 계획 2.8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1.6( · )

소 계 40.0

기술

협력

생산

능력

기술

확보 및 계획

∙소요기술 분석 및 식별 4.0

∙소요기술/기술자료 확보현황 및 확보계획 6.4

∙절충교역 계획 5.6

∙유사장비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생산실적 

(국산화, 수출 포함)
3.2

인력/장비/시설

보유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6.4

∙생산 장비/시설/도구/SW/시험장비/M&S

자원보유현황
3.2

∙미보유 장비/시설 등에 대한 대책 1.6

경영상태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계획 2.4

∙신용평가등급 2.4

∙기술유출방지대책 2.4

∙과거사업수행성실도 2.4

소 계 40.0

비용평가

(20)
∙최저제안가격/해당 제안가격(별표 10) 20.0

⑥

가 · 감점

(-4.2 ~ 

+2.3)

∙중소 · 중견기업 참여 가점(별표 11) + 2.0(최대)

∙중소 · 중견기업 참여 감점 - 0.6(최대)

∙보안사고 감점(별표 12) - 3.0(최대)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의 감점(별표 13) - 0.5(최대)

∙업체식별 표시 감점 - 0.1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별표 14) + 0.3(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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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 특성을 고려, 필요한 경우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

  ②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과거사업수행성실도를 제외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조정가능

  ③ 배점 ( ) 숫자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평가항목 제외시 배점임

  ④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비용평가 점수)에서 가·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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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1] 기술협력생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무기체계/
구성품 및

소프트

웨어 

생산계획

기술협력생산

목표 및 추진전략

∙무기체계에 대한 요구조건(작전운용성능, 기술적 · 부수적 성능, 
군 운용 적합성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기술협력생산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기술협력생산 추진전략의 창의성, 
혁신성, 타당성 측면에서의 적절성 등을 평가

체계통합 및 구성품 

제작방안

∙체계구성(WBS구성)의 적절성

∙체계 통합 및 부체계(구성품) 제작방안

∙체계 및 구성품의 성능검증 방안 등 적절성을 평가

체계 및 구성품 

요구성능 충족도 

∙작전운용성능(ROC)과 기술적 · 부수적 성능에 관한 능력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기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등 제안내용을 평가

상호운용성 

확보계획

∙상호운용성(주파수 운용 포함)에 대한 세부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제시된 상호운용성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관련된 타 체계와 협조방안의 적절성 평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확보 계획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기술자료(소스코드, 기술문서, 개발환경 정보 등)의 획득여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및 신뢰성시험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일정 · 비용 ·
품질 · 위험

관리계획

 생산추진계획 및 

일정관리계획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여 제안업체가 적절하게 생산추진 

계획을 작성하고 일정준수 또는 단축방안이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안되었는지를 평가

* 생산추진일정, 과학적 기법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한 일정관리 방안 

(EVMS적용 계획 등), 일정지연 관리 방안 제시

비용관리계획

∙원가절감을 위한 추진방안, 양산비/운영유지비 산정의 

적정성과 EVM적용 등 비용관리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연도별 비용 분배 계획/위험관리와 연계한 비용관리 계획/비용절감 

방안, WBS별 원가절감 방안/회사차원의 투자/원가 절감 추진실적, 

비용분할구조/비용분석 등

형상관리 및 

품질보증방안

(품질인증여부 포함)
[별표 2-1] 참조

위험관리계획

∙기술협력생산 추진간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분석과 및 도출된 

위험요소에 대한 업체관리방안을 평가

* 위험관리 조직, 위험요소 식별, 분석 및 평가, 위험요소별 대처계획 

수립, 위험현황 감시 및 통제, 위험관리 전문도구 활용 계획, 

협력업체 위험요소 대처방안의 적절성 등

∙위험관리를 위한 회사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평가

* 위험관리 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위험관리 회사차원 지원 방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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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국산화 

계획

국산화 대상품목 [별표 2-1] 참조

국산화 추진계획 [별표 2-1] 참조

전력화

지원요소

확보 및 

시험평가 

계획

전력화지원요소 

확보계획의 적절성

∙즉각적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소요군 주관의 

전투발전지원 요소 획득을 위해 각 전투발전지원요소 항목별 

지원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군사교리(필요시 운용전술 및 운용전술교범 지원 계획 포함), 

교육훈련, 시설, 무기체계 상호운용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주파수 및 통신회선 등

∙안정적, 경제적, 효율적인 군수지원을 위한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 조직, 추진일정, 종합군수 지원 11대 

요소별 군 요구사항 충족방안, 후속 군수지원방안, 일정에 따른 

목록화 대상자료의 제출계획 등

시험평가 계획의 

적절성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계획)

∙시험평가 지원 및 수행실적, 시험평가 소요기술 · 장비 · 시설 

분석과 보유 현황 및 미보유시 대책, 단계별 구성품/부체계/ 
체계통합 시험, 통합시험평가(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 
계획 등 시험평가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평가

∙표준 감항인증기준 또는 기타 감항인증기준이 사업특성에 

맞게 적절히 선정되고, 감항인증 관련 법률 / 업무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단계별 감항인증(형식인증, 
생산확인 활동, 감항인증) 업무를 구분하여 사업관리 절차 및 

일정과 연계한 실현 가능성 등 감항인증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기술확보

현황 및 

실적

소요기술 

분석 및 식별

∙체계 및 구성품 요구성능 충족을 위하여 생산에 필요한 소요 

기술 및 수준 분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소요기술/기술

자료 확보현황 및 

확보계획

∙무기체계 생산에 필요한 소요기술의 확보현황과 미보유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관련된 기술자료 제시(특허, 인증, 논문, 자체 연구보고서 등)

* 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등 평가

절충교역 계획

∙절충교역 충족도 여부(적용비율 및 목표점수), 핵심기술 획득 

수준,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 규정에 합치 

여부 등

유사장비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생산 

실적 등(국산화, 
수출 포함)

∙유사 체계 또는 타 분야 체계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생산 

실적에 대해 본 사업과의 경험적 요소와 기술적 연관성 및 

기여도(수출 실적 포함)를 평가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 실적(국산화, 수출 실적 포함)에 대해 

본 사업과의 기술적 연관성 및 기여도를 평가



244  

｢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중분류
세부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인력/장비/
시설

보유현황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

∙사업수행 조직 및 PM의 책임/권한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부 

요구사항 및 기타요구사항 등이 누락없이 제안

∙생산 조직, 직책별 역할, 능력 및 경력의 적절성

* 사업수행 조직은 생산, 사업관리 등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요원들로 구성되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의 적절성을 평가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 및 부족인력 해소계획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

생산 장비/시설/
도구/SW/시험

장비/ M&S자원 

보유현황

∙생산과 연관된 소요 장비 / 시설 및 설비 / S/W / 시험장비 / 
M&S자원 보유 현황(SBA 통합정보체계 등록실적 포함)

미보유 장비/시설 

등에 대한 대책

∙미 보유 장비 / 시설 / 도구 / SW / M&S자원 현황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확보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

∙미보유 시험장비에 대한 확보 또는 KOLAS(한국인정기구) 장비 

활용 등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별표 2-1] 참조

기술유출방지

대책
[별표 2-1] 참조

협력업체 선정 및 

관리계획
[별표 2-1] 참조

과거사업수행

성실도
[별표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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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협상목록

� 기술협상 

기술협상 항목 협상내용

필수조건

- RFP 내용 -
시제범위 및 수량

일정 충족성

목표성능 및 

세부규격

- 제안서 내용 -
시제범위 및 수량

일정 충족성

목표성능 및 

세부규격

∙업체의 구성품 및 체계 개발 능력 확인

∙ RFP의 요구내용 중 제안서의 제안내용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하도록 요구

중요조건 보완/발전항목 보완/발전계획
∙제안서 평가결과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에 

대한 보완 및 발전사항 협상

기타사항 협상시점 중요내용 계약시점 중요내용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간의 업체여건 

변화에 대한 조치사항 협상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의 경과조치, 단서 

조항 협상

※ 기술협상 예제

【필수조건】

협상항목 RFP 내용 제안서 내용 비고

목표성능

1. 00 시제 목표 성능 요약

- 시제항목별 목표성능

2. 00시제 목표 성능(기능)

1. 00시제 목표 성능 요약

- 시제항목별 목표성능

- 용도, 개요

2. 00 시제 목표 성능

보안대책 수립

세부규격

1. 00시제의 기능

- 00 장비를 점검

- 00 한 장비와 연동

【중요조건】

협상항목 보완/발전 항목 보완/발전 계획 비고

기술분야 보완/발전계획
평가시 미진한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

【기타사항】

협상항목 협상시점 중요내용 계약시점 중요내용 비고

기타사항

1. 제안서 평가시점과 협상시점간 업체 여건 변화에 

대한 조치 사항

2.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 경과조치, 단서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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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협상

- 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으로 구분하여 계약이행 가능여부 합의

구분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수

조건

 당사자 표시, 계약이행, 설계서/회로도/
 시방서 관리, 비밀사항, 계약보증금 귀속,
 대금의 지급, 사후관리, 계약기간의 연장, 

 계약조건의 변경 등

 계약범위, 시제 납품목록/수량/장소/납기,
 업무진행 현황, 검사 및 품질 보증, 검사/

 시험 항목 및 절차, 하자보증, 문서화, 
 계약 및 정산 등

중요

조건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의 경과조치 등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의 경과조치 등

※ 계약일반조건 예제 

협상항목 세부항목 일반조건 요약 비고

일반조건

필수

조건

당사자표시
계약담당공무원 : 방위사업청

계약상대자 : 

계약이행

설계서, 회로도 등

비밀사항

계약보증금 귀속

대금의 지급

사후관리

납품 및 검사

공급 자재

생산 감독

지체 상금

계약기간의 연장

권리 및 재산의 귀속

안전관리 및 책임

금형 및 치공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

수량조정, 금액조정의 발생시와 

기납대금의 지급시 적용할 기준

중요

조건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 경과조치, 
단서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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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특수조건 예제

협상항목 세부항목 특수 조건 요약 비고

특수조건
필수조건

당사자표시

계약범위

시제에 대한 납품품목, 납품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진행 현황 제출

사업검토 및 기술검토

제품의 설계

제품의 제작

자재 및 부품

검사 및 품질보증

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감독 및 편의 제공

포장 및 납품준비 시험지원

보관책임

하자보증

보안 및 안전관리

수송책임

관련시제업체 및 시제협력업체와의 협조

문서화

계약 및 정산

중요조건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 경과조치, 단서조항 등

� 가격협상

- 협상팀은 평가기준가와 업체 제안가격을 활용하여 업체와의 계약가격이 

평가기준가 이하가 되도록 협상

※ 가격협상 예제

협상항목 일반조건 요약 비고

필수조건 목표비용
∙체계종합시제분야 : 00억원

－구성품내역 : 00 구성품

중요조건

양산시 가격 통제계획 ∙ 00 계획 예상 

 기타 협상시점과 계약시점간 경과

 조치, 단서조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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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평가항목 유형별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유형 평가기준

A 정량 평가 가능한 상대 평가항목

점수 = 당해업체 제안값 / 제안업체 중 최대값

       또는

= 제안업체중 최소값/당해업체제안값

B 정량평가 가능한 절대 평가항목

∙신용등급 평가 적용

∙보안감사/보안측정 적용

∙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 적용 

C 정성평가 가능한 상대 평가항목

평가등급간 점수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미제안

점수 100 92.5 85 77.5 70 60 0

D 조건 충족여부 평가항목
충족(1), 미충족(0)
만족에 대한 조건 및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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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연구개발사업  신용평가 등급 평점 

※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 (신용평가 배점/ 총배점(100))  - 소수점5자리 반올림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 점(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이상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9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7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0

 【주】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자료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인 

경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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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1] 구매사업 업체 신용평가 등급 평점 기준

1. 국내구매사업 업체 신용평가 기준 및 절차

가. 신용등급 평가기준 및 평점

※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 (신용평가 배점/ 총배점(100))  

- 소수점5자리 반올림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제안서평가

(충족여부)

기종결정평가 

(종합평가)평점(점)

A- 이상 A2-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충족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9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7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6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미충족 0

나. 신용평가서 평가절차

① (통합사업팀) 제안요청서에 업체신용도를 필수조건으로 반영

    * 신용도 평가 세부절차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명시

② (제안업체) 제안서 평가시 인가된 신용조사 평가업체에서 발행한 

신용도평가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기종결정 시에는 

기종결정 평가 전까지 신용도 평가서를 추가로 발행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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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사업팀) 신용도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제안서(또는 기종결정)평가 결과 

보고

    * 제안서평가팀장, 사업팀장, 간사가 업체별 신용도 평가점수 확인 및 제안서평가 결과에 반영하며 필요시 

방위사업감독관실 입회 요청

 【주】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자료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 또는 분할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또는 분할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인 

경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국외구매사업 업체 신용평가 기준 및 절차

가. 신용등급 평가기준 및 평점 

※ 평점산식 : 신용평가 평점 × (신용평가 배점/ 총배점(100))  

- 소수점5자리 반올림 -

등급
신용도 평가요소별 

점수 합계

제안서평가

(충족여부)

기종결정평가 평점(점)

최저비용 방법 종합평가 방법

A(우수) 85점 이상

충족 충족

100

B(양호) 85점 미만~70점 이상  91

C(보통) 70점 미만~60점 이상 83

D(미흡) 60점 미만~40점 이상 66

E(불량) 40점 미만 또는 확인불가 미충족 미충족 0

 【주】

  ① 신용등급 평점부여는 방위사업청이 지정한 국제신용평가회사(나이스 D&B사, 웹사 이트 http://www.g2bc

redit.or.kr)를 통해 빌급받은 신용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발주기관에서 정한 국외조달업체 신용등급 

평가기준 및 평점에 따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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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신용평가보고서는 제안서평가 시에는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 기종결정 시에는 기종결정 평가전에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보고서이어야 하며, 신용평가등급 충족기준은 아래 표 ②‘업체 신용도 

평가요소 및 요소별 점수 기준’의 업체 신용도 평가요소 중 신용분석 점수가 10점(D&B사 신용등급 3등급

(fair))이상 이여야 하며 동시에 신용도 평가요소 총점이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업체 신용도 평가요소 및 요소별 점수 기준

평가

요소 

배점

(100)
구분 상 중상 중 하

평가

불가

재정능력

(Financial 
Strength) 

20

제조 4A 이상 2A 이상 BB 이상
BB미만, 

NB
기타

공급 1A 이상 BB 이상 DD 이상
DD 미만, 

NB

점수 20 16 10 6 0

신용분석

(Credit Appraisal) 
20

공통 1 2 3 4, NB Blank

점수 20 16 10 0 0

고용인 

(Employee)  
10

제조 500명 이상 100명 이상 50명 이상 50명 미만
확인불가

공급 50명 이상 20명 이상 10명 이상 10명 미만

점수 10 8 6 4 0

 업체연혁

(History)
10

제조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확인불가

공급 7년 이상

점수 10 8 6 4 0

재무상태

(Financial 
Condition)

20

공통 STRONG GOOD FAIR LIMITED 확인불가

점수 20 16 12 8 0

영업추세

(Sales Trend)
10

공통 UP STEADY
DOWNWA

RD
DOWN 확인불가

점수 10 8 6 4 0

지불성향 

(Paydex)
10

공통 80 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확인불가

점수 10 8 6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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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평가서 평가절차

① (통합사업관리팀) 제안요청서에 업체신용도를 필수조건으로 반영

    * 신용도 평가 세부절차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명시

② (제안업체) 신용조사평가업체(NICE D&B)에게 신용도평가를 요청하고 증빙

자료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기종결정시는 기종결정 평가 전까지 

신용도평가를 재요청하여 결과를 제출

    * 증빙자료 포함 내용 : 신용도평가 요청일자, 평가결과가 청에 수신되는 예정일자 등

③ (신용조사평가업체) 업체별 신용도를 평가하여 청(조달기획팀)에 제공

    * 제출기한이내에 평가점수 및 신용도평가 관련 세부자료를 제공

④ (조달기획팀)) 업체의 신용도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팀에게 제공 

    * 사업별 제안업체의 신용도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제공(밀봉)

    * 사업별 제안서평가 결과 보고 이후 평가결과를 통사체계에 입력 및 관리

⑤ (통합사업관리팀) 신용도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제안서평가(또는 기종결정) 

결과 보고

    * 제안서평가팀장, 사업팀장, 간사가 업체별 신용도 평가점수 확인 및 제안서평가결과에 반영하며 필요시 

방위사업감독관실 입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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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과거사업수행성실도 평가(연구개발사업 시)

1. 사업수행평가 : [별지 제7호]의 ‘사업수행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

2. 성실도평가

부정당업자제재(과징금 부과 포함)

∙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부과 포함)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부정 

당업자 제재(과징금 부과 포함)를 받은 업체는 최대 감점(-6점)을 적용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계약금액기준 과징금부과율 감점규모(점)

1년 초과 15%초과   - 6 (-34)

9개월 초과 1년 이하 13.5%초과 15%이하   - 5 (-27)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9%초과 13.5%이하   - 4 (-20)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4.5%초과 9%이하   - 3 (-14)

3개월 이하 4.5%이하   - 2 (-7)

∙ ( ) : 부정당 제재(과징금부과 포함) 사유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하는 감점 

기준임 

단,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아래 사유로 부정당 

제재(과징금부과 포함)를  2회 이상 받은 업체는 최대감점(-34점)을 적용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금품·향응)

- 국계법 제27조 제1항 제2호(담합)

- 국계법 제27조 제1항 제7호(뇌물)

-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허위서류 제출(위·변조, 

부정행사 포함)】

∙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이 포함된 건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과징금부과 처분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과징금부과 처분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

∙ 본 평가항목은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시 사업운영평가팀장이 제공 

하는 업체의 사업수행평가 점수에서 감점규모만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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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1] 계약이행성실도 평가(구매사업의 종합평가에 의한 기종결정 시)

1. 계약이행성실도 평가 구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 범위

(최대∼최소)

부정당업자제재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포함) 받은 사실 25 ∼ 7

하자발생 하자발생비율 20 ∼ 12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기간
국내 20∼12

국외 10∼6

납품지연 지체상금 부과 받은 비율 15 ∼ 10.5

우수업체 표창 표창받은 자(최우수, 우수, 미해당) 5 ∼ 3

납품실적 납품실적 비율 15 ∼ 9

절출교역 불성실 이행

 (국외구매 시)
의무가치 증액 횟수 10 ∼ 0

 합계  6항목(국외구매시 7항목) 100 ∼ 53.5(47.5)

    ※ 평점산식 : 각 평가항목별 평점의 합 × (계약이행성실도 배점/ 총배점(100))  - 

소수점5자리 반올림 -

2.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절차 

가. (통합사업관리팀) 기종결정(종합평가) 평가계획 수립 시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및 배점 반영

나. (제안업체)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 평가표와 증빙자료를 체결된 가계약

서에 포함하여 제출

다. (통합사업관리팀) 제안업체가 제출한 평가표와 증빙자료를 확인(통합사업관

리정보체계 등) 한 후  ‘계약이행성실도’ 평가항목을 [별표 9-1] 3의 가 ~

사 의 평점 기준에 따라  평가 한 후 기종결정(종합평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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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 및 등급별 평점

가. 부정당업자제재(과징금부과 포함)

○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부과 

포함)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부정당업자 제

재(과징금 부과 포함)를 받은 업체는 최소평점(15점)을 적용한다.

평가요소 등 급(A ~ F) 평 점(점)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부과 포함)
받은 사실이 있는 자

A.
부정당제재기간 해당 없는 경우

25
과징금 부과율 해당 없는 경우

B. 
부정당제재기간 3개월 이하 23

(11)과징금 부과율 4.5%이하

C. 
부정당제재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21

(10)과징금 부과율 4.5%초과 9%이하

D.
부정당제재기간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19

(9)과징금 부과율 9%초과 13.5%이하

E.
부정당제재기간 9개월 초과 1년 이하 17

(8)과징금 부과율 13.5%초과 15%이하

F. 
부정당제재기간 1년 초과 15

(7)과징금 부과율 15%초과

○ ( ) : 부정당 제재(과징금부과 포함) 사유가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적

용하는 평덤 기준임

단,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아래 사유로 부정당 제재

(과징금부과 포함)를  2회 이상 받은 업체는 최소평점(7점)을 적용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금품·향응)

- 국계법 제27조 제1항 제2호(담합)

- 국계법 제27조 제1항 제7호(뇌물)

-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허위서류 제출(위·변조, 부정

행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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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입찰참가자

격 제한기간 만료일이 포함된 건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과징금부과 처분

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과징금부과 처분된 날을 기

준으로 적용

[주]

  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2년내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모든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하자발생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하자발생비율

(총하자금액÷총계약금액)×100

A. 해당없는 경우 20

B. 6% 미만 18

C. 6% 이상 ~ 10% 미만 16

D. 10% 이상 ~ 15% 미만 14

E. 15% 이상 12

 [주]

 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내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건 이상 하자 발생 시 기간 이내 하자 발생금액 총액을 하자 해당 계약 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한다.

  

다.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평가요소 등 급  
평 점(점)

국내 국외

계약 조건에서 정해진 기한을

기준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지연 여부

A. 해당없는 경우 20 10

B. 1개월 미만 18  9

C.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16  8

D.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14  7

E. 3개월 이상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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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내 방위사업청과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하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회 이상 계약이행보증금 설정 지연 시 합산하여 해당 등급을 적용한다.

 ③ 계약이행보증금이란 계약보증금. 선급보증금, 하자보증금 등을 통칭한다

라. 납품지연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총지체상금액÷총계약금액) × 100

A. 해당 없는 경우 15.0

B. 3% 미만 13.5

C. 3% 이상 ~ 5% 미만 12.0

D. 5% 이상 10.5

 [주]

 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내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2건 이상 납품이 지연된 건이 발생시 기간 내 부과한 지체상금 총액을 지체상금 발생 해당 계약 건 전체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적용 한다.

마. 우수업체 표창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표창을 받은 자 

A. 최우수업체 5

B. 우수업체 4

C. 해당 없는 경우 3

 [주]

 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내 방위사업청으로 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대리점 및 국내업체가 직접 입찰에 참여시 상기 등급의 등급별 가점을 부여한다.

 ② 우수업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받은 무역대리점이 국외업체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상기 등급의 가점을 부여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국외업체의 등급이 녹색인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한다.

 ③ 표창시 우수업체 가점 부여 적용일은 표창일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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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납품실적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납품실적비율

(총납품실적÷해당사업의 평가기준가격)
 × 100

 A. 100% 이상 15.0

 B. 80% 이상 ~ 100% 미만 13.5

 C. 60% 이상 ~ 80% 미만 12.0

 D. 60% 미만 10.5

 E. 해당 없는 경우  9.0

[주]

 ① 해당사업의 평가기준가격은 지침 제22조의3에 의한 표준기준가격을 의미한다.

 ② 납품실적 인정범위는 입찰참가업체가(당해업체에 한함)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모든 실적(제조, 구매 모두 인정. 단, 용역실적 제외)을 인정한다.

 ③ 납픔실적 평가를 위해 입찰참가업체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계약건명 및 계약번호를 제출하고 사업담당 

공무원은 이를 기초로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등을 통해 확인하여 평가한다. 

 

사.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국외구매 시)

평 가 요 소 등  급  평 점(점)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에 따른

의무가치 증액 업체

 A. 해당없는 경우 10

 B. 의무가치 증액 1회  9

 C. 의무가치 증액 2회  8

 D. 의무가치 증액 3회  6

 E. 의무가치 증액 4회 이상  4

 F. 의무 불이행  0

 [주]

 ① 의무가치 증액 횟수는 계약업체의 절충교역 미이행분에 대한 수정계약 횟수이며, 관련 자료는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이 확인 한다.

 ②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5년 내 절충교역 이행 간 업체 귀책사유에 의한 절충교역 불성실 이행 업체의 

의무가치 증액실적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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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연구개발사업 비용평가분야 평점 산식

1. 복수업체 평가시 

가) 평점산식

           평점비용평가 배점한도× 당해제안가격

최저제안가격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제안가격이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95 미만일 

경우에는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가격

나)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제안요청서 작성시 평가기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여부를 반드시 명시하

여야함.

2. 단수업체 평가시

가)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100이하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비용평가 배점한도× 당해제안가격

최저제안가격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나) 평가기준가의 100분의 100초과로 제안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비용평가 배점한도× 당해제안가격

평가기준가 
* 평가기준가 : 예정가격 또는 비용분석 결과 및 사업예산을 통해 산정된 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다)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제안요청서 작성시 평가기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여부를 반드시 명시하

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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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1] 구매사업 비용평가분야 평점 산식

         평점  비용평가배점한도 × 당해 제안가격

최저 제안가격 
* 최저제안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제안가격

* 당해제안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제안가격

가)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제안요청서 작성시 평가기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여부를 반드시 명시하

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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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중소 ․중견기업 참여 가점평가 기준(절차) 및 산식

1. 중소 · 중견기업 참여 가점 평가 기준(절차)

가. 참여업체 및 참여규모 가점 부여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 및 그 1차 협력업

체 중에 반드시 중소기업이 1개업체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중소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점 부여의 기준은 공급대가가 제안가격(“가격입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

한다. 이하같다)의 0.5%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참여업체 수와 

공급대가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

여 그 기준(제안가격의 0.5%)을 사업관리본부장 승인 후 가 ․ 감할 수 있다.

다. 최종 산정된 가점은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비용평가 점

수)에 반영한다.

라. 가점의 판단대상이 된 중소 ․ 중견기업과 해당 중소 ․ 중견기업의 계약이행비

율은 계약이행완료시까지 유지되어야한다. 다만, 계약이행중 중소 · 중견기

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 ·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도 중소 · 중견기업 계약이행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또한 해당 중

소 ․ 중견기업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

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하에 해당 중소 ․ 중견

기업을 다른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2. 중소 · 중견기업 참여 가점평가 산식

가. 배점한도(2점) : ｢참여업체 수｣1점 +｢참여규모｣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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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점산식

｢참여업체수｣ 가점 산식

가점 = 
(①중소기업 참여업체수 + ②중견기업 참여업체 수)

× (④배점)
(③만점기준 참여업체 수)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주 】

①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 : 계약상대자 혹은 1차 협력업체 모두 포함

②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 : 계약상대자 혹은 1차 협력업체 모두 포함하며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와 상관

없이 최소 1개 이상 중견기업 참여시 ①의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의 25% 인정

③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 : 참여업체 가점 산식기준표의 참여업체 수 

④ 배점 : 1점(지침 제22조의4에 따라 조정 시 조정된 배점)

<참여업체 가점산식 기준표>
※ 기준금액 : 입찰 공고 시 공개된 사업예산

사업규모별(기준금액)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
사업규모별(기준금액)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

3,000억 이상 25개 업체 100억 이상 200억 미만  7개 업체

1,000억 이상 3,000억 미만 20개 업체 50억 이상 100억 미만  6개 업체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15개 업체 20억 이상 50억 미만  5개 업체

200억 이상 500억 미만 10개 업체 20억 미만  4개 업체

｢참여규모｣ 가점 산식

가점 = 
(①중소기업 공급대가의 합 + ②중견기업 공급대가의 합)

× (④배점)
(③계약상대자의 입찰가격)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주 】

① 중소기업 공급대가의 합 : 계약상대자 혹은 1차 협력업체 모두 포함

* 중소기업이 계약상대자일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순수제안가격(계약상대자의 입찰가격에서 모든 “1차 

협력업체” 공급대가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중소기업 공급대가에 포함.

② 중견기업 공급대가의 합 : 계약상대자 혹은 1차 협력업체 모두 포함하며 중견기업 참여규모와 

상관없이 최소 1개 이상 중견기업의 공급대가가 있을 경우 ①의 중소기업 공급대가 합계액의 

25% 인정

③ 계약상대자의 입찰가격 :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시한 가격

④ 배점 : 1점(지침 제22조의2에 따라 조정 시 조정된 배점)

* 공급대가 및 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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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40억 사업의 중소 ‧중견기업 참여 가점 예시

   ◆ 대기업인 “계약상대자”의 입찰가격 40억,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가 3

개 업체(공급대가 6억)이고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가 2개 업체(공급대가 5억)일 경우

        

① 참여업체 수 가점 =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3) +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0.75)

= 0.75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5)

        

② 참여규모 가점 =
중소기업 공급대가(6억) + 중견기업 공급대가(1.5억)

= 0.1875
계약상대자의 입찰가격(40)

   ◆ 중견기업인 “계약상대자”의 입찰가격 40억,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가 

3개 업체(공급대가 6억)이고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가 2개 업체(공급대가 5억)일 경우

        

① 참여업체 수 가점 =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3) +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0.75)

= 0.75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5)

        

② 참여규모 가점 =
중소기업 공급대가(6억) + 중견기업 공급대가(1.5억)

= 0.1875
계약상대자의 입찰가격(40)

   ◆ 중소기업인 “계약상대자”의 입찰가격 40억, 1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가 

3개 업체(공급대가 6억)이고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가 2개 업체(공급대가 5억)일 경우

        

① 참여업체 수 가점 =
중소기업 참여업체 수(4) + 중견기업 참여업체 수(1)

= 1
만점기준 참여업체 수(5)

        

② 참여규모 가점 =
☞중소기업 공급대가(35억) + 중견기업 공급대가(8.7억)

= 1
계약상대자의 입찰가격(40)

☞ 중소기업 공급대가(35억) : 1차 협력 중소기업(6억) + 계약상대상자의 순수제안가격(2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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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보안사고 업체의 감점기준

     

보 안 사 고(또는 보안위반)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제145조, 제146조에 

따라 보안사고(또는 보안위반)자가 처벌을 받았거나 기무사령부로부터 처분통보를 받은 경우

  - 처분통보를 받은 경우란 보안사고(또는 보안위반)로 징계위 회부(경징계 또는 중징계 해당)

    또는 지휘조치(경고 해당) 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통보를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 처벌을 받은 경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며,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처분통보를 받은 경우 처벌을 받은 경우

지휘

조치
징계위 회부

기소

유예

형사

처벌경고

해당

경징계 해당

 또는

경고 해당

 2회 이상 

중징계 해당

또는 

경징계 해당

 2회 이상

① 연구개발사업(양산사업 

포함) 시 감점규모(점)
- 0.5 - 1.0 - 1.5 -1.5 - 3.0

② 구매사업 시 감점규모 - - - - 미충족

※ 본 평가항목 감점은 

① 연구개발시 :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서 감점규모만큼 

반영한다.

② 구매사업시 : 제안서 평가 시 필수조건 미충족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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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입찰조력자 허위 명시 등의 감점

1.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시 감점 기준 

구 분

단순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경우/ 부수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적인 것은

아니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

위법 · 부정행위 등과 

관련은 없으나

고의적인 경우

감점규모

(점)
-0.1 -0.3 -0.5

※ 본 평가항목 감점은 제안서평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서 감점규모 만큼 반영한다.

2. 구매사업 제안서평가 시 평가시 감점 기준 

구 분

단순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경우/

부수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적인 것은

아니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

위법 · 부정행위 등과 

관련은 없으나

고의적인 경우

선택조건

감점비율
-3% -5% -7%

※ 본 평가항목 감점은 제안서평가시 업체가 취득한 선택점수 최종 충족비율에서 감점비율만큼 차감한다. 

3. 구매사업 기종결정평가(종합평가 방식) 시 감점 기준 

구 분

단순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한 경우/

부수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적인 것은

아니나 중과실에 의한 경우

위법 · 부정행위 등과 

관련은 없으나

고의적인 경우

감점

규모(점)
-0.1 -0.3 -0.5

※ 본 평가항목 감점은 기종결정평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비용평가)에서 감점규모만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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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기준

1.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급별 가점 부여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가점

한도
등급

가점

부여

신규채용

우수기업

신규고용

증가율

0.0
~

0.3

∙전년도 6개월간(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에 상응 
하는)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0.3
0.2
0.1

0.3
0.2
0.1

0.3
0.2
0.1

2.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방법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

용 우수기업 가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신규채용 우수기업 가점은 기업구분별(대·중견·중소기업) 신규고용 증

가율에 따라 최대 0.3점까지 종합점수(기술능력평가 점수 + 비용평가 

점수)에 반영한다. 

   (나)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중견기업은 지침 제4조의 기업을 말하며 

가점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업은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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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규고용 증가율은 ①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②직전년

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

용인원에서 제외한다.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① / ②) × 100】 - 100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 ② 직전년도 6개월 평균고용인원 = ①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과 같은 기간의 직전년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                                  -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3.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 적용 예시

(적용례) '18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①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7.8 ’17.9 ’17.10 ’17.11 ’17.12 ’18.1

103 104 105 106 105 108

〈②직전년도(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에 상응하는)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6.8 ’16.9 ’16.10 ’16.11 ’16.12 ’17.1

100 100 100 100 101 101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① / ②) × 100】 - 100  

        - ①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5 + 106 + 105 + 108)/6 = 105.16666... = 106명 

        - ②직전년도(입찰공고일 전월부터 최근 6개월간에 상응하는)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1 + 101)/6 = 100.333,,, = 101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6/101) × 100】- 100 = 4.95049,, = 4.9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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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원도

급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 약 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 약 명 하 도 급 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도급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하도급자):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 협약서/세부 산출내역서

  2. 사업자등록증, 지방중소기업청 발행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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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별지 제2호] 

입찰조력자 현황서

 □ 입찰참가업체

입찰건명 공고번호

참가업체
회사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e-mail

 □ 당해입찰 조력자가 업체(단체)인 경우

업체(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조력자

성명 부서
전화번호

(e-mail)
*역할

〃 〃 〃 〃

〃 〃 〃 〃

역할별 

세부내용

* 역할유형 : Ⓐ 대리  Ⓑ 중개(정보 전달, 홍보 등) Ⓒ 컨설팅 Ⓓ 자문(법률, 회계, 
세무, 기타)

세부내용

Ⓐ

Ⓑ

Ⓒ

Ⓓ

 □ 당해입찰 조력자가 개인인 경우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역할

〃 〃 〃 〃

〃 〃 〃 〃

역할별 

세부내용

* 역할유형 : Ⓐ 대리  Ⓑ 중개(정보 전달, 홍보 등) Ⓒ 컨설팅 Ⓓ 자문(법률, 회계, 
세무, 기타)

세부내용

Ⓐ

Ⓑ

Ⓒ

Ⓓ

∙ 관련 근거 :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5조 제4항 제3호 차목 및 제212조 제1항 제3호 타목

∙ 위 현황을 허위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않는 경우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따라 제안서평가, 협상, 

기종결정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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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20  .  .  .

방위사업청장 귀하

[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연락처
방위사업 관련 입찰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 강화
30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에 대한 동의 거부 시 입찰 

관련 업무 참여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 아니오  )

년       월      일

본인(또는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 ‘입찰조력자 현황서’(별지2)에 등재된 모든 입찰조력자에 대하여 개인별 작성 및 서명(1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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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별지 제3호] 

평 가 위 원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서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며 

방위사업법 및 관련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2. 본인은 평가 기간 중 불공정한 행위(부당한 평가, 업체 관련자와 접촉, 타 

위원 평가방해 등)는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작성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보안사항 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할 경우 보안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을 물론 어떠한 제재 처분을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금품·선물·향응 등을 일절 수수하지 아니 하며, 

만약 수수한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 위(직급)  :                          성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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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업체와의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

 본인은 “◯◯◯◯◯◯사업”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업체와 

사전접촉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아울러 제안서평가 대상업체와 사전접촉한 내용이 향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 

발생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ㅇ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 내용

업체명 사전접촉자 일시/장소 접촉방법 세부내용

     ※ 접촉 후 조치사항 :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

직    위(직급) :                                 성   명 :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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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별지 제5호] 

제척 ·회피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입 찰 건 명 :

    

   상기 본인은 다음 각호의 제척·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함

   가.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그 업체에 대한 입찰 조력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경우

   나.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그 협력업체에 재직한 경우

   다. 본인이 최근 2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과 5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부동산 등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당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은 상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제안서평가팀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본인의 제안서평가 결과를 제외토록 요청하여야 함

  ※ 본인은 제안서평가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작성일 :  20    .     .    

(자필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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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위 원 회 :

1. 상기 본인은 외부 위원 위촉업무 담당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명단을 확인함

   가. 위촉 예정일 기준 최근 3년 내 제기된 대한민국(소관청이 

방위사업청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당사자인 

소송·신청·중재사건에서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상대방을 

대리한 변호사,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나. 위촉 예정일 기준 최근 3년 내 개최된 청 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를 대리한 변호사, 법무법인(법률사무소) 

2. 상기 본인은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1항의 각호 명단에 

해당하거나 소속되지 않음을 확인함

3. 상기 본인은 향후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 제1항 각호 

명단에 해당하거나 소속되게 되는 경우 즉시 위원 위촉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겠음

작성일 :  20    .     .    

(자필 서명)

방위사업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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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이드북

[별지 제7호] 

사업수행평가 절차 및 기준

   

제1조(평가실시) ①사업수행평가는 무기체계 탐색 또는 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계

약체결 이후부터 전력화평가까지 연간평가, 전력화평가 및 계약완료평가로 구분하되 각 사업

단계별 평가점수는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한다. 다만, 동일연도에 사업단계별 평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평균점수를 적용하며, 연간평가와 계약완료평가가 중복될 경우 연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수행평가를 위한 평가계획을 연구개발실행계획서 

등에 포함하고, 매년 사업관리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평

가대상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포함하여 평가 할 수 있으며 종료되는 사업

은 6개월 이내이더라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조(평가항목 및 절차) ① 사업수행평가 항목은 [별지 제7-1호]와 같이 비용‧일정‧성능성과, 보

완요구사항 조치율, 협력업체유지로 구성하며,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한다. 

이때,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은 제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잔여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

산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 후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② 사업수행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계약업체는 계약완료평가를 위한 총 사업비 및 총 일정 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통

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고, 매년 사업수행평가를 위한 연간 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통합

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리회의 7일전 업체의 사업수행평가 항목별 정량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업체로 통보한다.

3. 계약업체는 평가항목별 정량평가 점수에 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사업관리회의

에서 제시한다.

4. 평가자는 평가항목별 정량평가 결과와 업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매우 

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5.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이듬해 3월말까지 통사체계에 입력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의 평가결과를 스캔하여 내부결재를 받아 관리한다.

6.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사업별 사업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통사체계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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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정계약 또는 협력업체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이월, 정

산유보금 미지급, 업체의 노력으로 비용을 절감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평

가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평가자 구성 및 업무분장) ①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필수 평가자를 포함하여 4명 이상 

구성한다. 이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통합사

업관리팀장 요청에 의하여 방위사업감독관실 관계자가 참관할 수 있다.

1.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 : 통합사업관리팀장, 사업담당자, 계약담당자, 소요군

2. 국과연주관 연구개발 사업 : 통합사업관리팀장, 사업담당자, 국과연담당자, 소요군

② 사업수행평가 부서별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사업관리팀 : 계약업체에 대해 매년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사체계에 

입력하여야 하며, 성실도평가를 위해〔별표 9〕에 따라 제안업체별 성실도평가 점수를 산정

하여 제안서평가팀에 제공한다. 

2. 사업운영평가팀 : 사업수행평가 결과 관리 및 제안서평가 시 제안업체별 사업수행평가 결과

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공한다. 

참고 : 사업수행평가 항목 및 산식(별지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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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1호] 사업수행평가 항목 및 산식

평가항목 산 식

[100]구분 정량평가 ① 정성평가 ②

정기적

평가

항목

∙ 비용성과 = 실적/계획×100(%)

100%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 0.8 0.6 0.4 0.2

* 계획은 평가대상기간의 계획예산으로 하고, 

실적은 평가대상기간 주계약업체에게 지불 하는 

금액

* 계약완료평가 : 총사업비에 대한 평가

∙사업수행 노력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0.8 0.6 0.4 0.2

[가중치 : 

25]

(①*0.2+②*

0.8)*25

∙ 일정성과 = 실적/계획×100(%)

100%이하 105%이하 110%이하 120%이하 120초과

1 0.8 0.6 0.4 0.2

* 4/4분기의 주요 마일스톤을 합의하에 설정하고, 

* 계획은 주요 마일스톤 수행계획일수로 설정하고 

실적은 실제수행일수로 산정

단, 당해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연일수를 

차기연도에 가산

* 계약완료평가 : 총사업기간에 대한 평가

∙사업수행 노력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0.8 0.6 0.4 0.2

[가중치 : 

25]

(①*0.2+②*

0.8)*25

∙성능성과 = 조치건수/요구건수×100(%)

100%수행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 0.8 0.6 0.4 0.2

* OT, DT, FT 등 시험평가에 대해 평가하며, 

시험평가 대상항목수 대비 충족항목수로  산정

∙사업수행 노력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0.8 0.6 0.4 0.2

[가중치 : 

25]

(①*0.2+②*

0.8)*25

∙ 보완요구 조치율 = 조치건수/요구건수×100(%)

100%수행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 0.8 0.6 0.4 0.2

* 평가대상기간 동안 사업팀과 주계약 업체간에 

협의된 보완요구건수 대비 조치완료건수로 

산정하고 미완료건수는 차기년도 보완요구 

건수에 포함

* 요구건수가 없을 경우 평가하지 않음

* 계약완료평가 : 사업기간동안 보완요구건에 대한 

평가

∙사업수행 노력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0.8 0.6 0.4 0.2

[가중치 : 

15]

(①*0.2+②*

0.8)*15

∙협력업체유지 = 실적/계획×100(%)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70%미만

1 0.8 0.6 0.4 0.2

* 제안서 평가시 중소 · 중견기업 참여 가점으로 

인정받은 협력업체의 참여규모(공급대가)가 

대상이며, 

* 계획은 연도별 협력업체에 지불하도록 계획한 

금액으로 하고, 실적은 연도별 협력업체에 지불한 

금액으로 산정

* 계약완료평가 : 사업기간동안 총공급대가에 대한 

평가

∙사업수행 노력 평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0.8 0.6 0.4 0.2 [가중치 : 

10]

  

(①*0.2+②*

0.8)*10

*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은 제외하고, 평가점수는 잔여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 환산 적용

예) 성능성과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평가 총점이 70인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는 
성능성과 배점

획득점수
×




×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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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8.6.7.][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81호, 2018.6.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

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의한 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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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9.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

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

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시까

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

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

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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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

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

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

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제5항에 의한 위원

회의 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

다. <신설 2015.9.21.>

⑨ 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

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1.>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

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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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

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

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

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

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

하는 행위, 기술 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신설 2015.1.1.>

제12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

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제안서

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

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협상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

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

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단서신설 

2012.1.1.>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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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

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

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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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9.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10.1일부터 최초로 입

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6.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6월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조항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계약분(재입찰 또는 재

공고입찰은 제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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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개정 2012.4.2, 2014.1.10.>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 · 지식능력

∙인력 · 조직 · 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 · 경영상태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신설 2012.4.2.>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추정가격의상당가격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상당가격추정가격의상당가격

추정가격의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개정 2015.9.21.〉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신설 2014.1.10, 개정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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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

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

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산식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1.>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신설 2012.4.2.>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10.>



· 본 ‘가이드북’은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내구매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및 업체 계약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된 자료입니다.

· 관련 법령과 규정이 수시로 개정되므로 ‘가이드북’ 활용 시 반드시 관련 법규 확인 후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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