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정부조달 
가이드북을 펴내며...

우리나라 350만 중소기업은 연간 약 123조 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을 이루는 중심축입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년 64%에서 ’17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달시장을 둘러싼 경제"사회적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계약관련 제도"정책 또한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조달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어디서 무엇을 찾아보아야 할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조달제도를 엄선하여 

질문"답변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나열하기 

보다는 최소한 어디서 무엇을 찾으면 되는지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꼭 필요한 알짜정보의 선별과 이해하기 쉬운 용어

표현에 신경을 썼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본 책자가 중소기업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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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무슨 일을 하나요?

조달청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공급과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물품 서비스 구매 및 공사계약 관리

공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ㆍ서비스(용역)와 공공 
시설물을 국내ㆍ외에서 조달ㆍ공급(‘17년 물품ㆍ서비스 약 
26조 원, 시설공사 약 12조 원)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및 대형공사 총사업비 검토 
등 재정집행관리 지원(’17년 약 20조 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운영ㆍ관리

공공조달 기간망인 나라장터 운영 및 사용자 서비스 
제공

   * 5만 2천여 수요기관과 37만 4천여 조달업체가 이용 
(’17년)

주요 원자재 비축사업 운영

원자재의 국내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의 비축ㆍ방출(’17년 약 4천 3백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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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약 17조 원 상당(1,230만점, ’16년 기준)의 정부보유 

물품 관리

국가보유 부동산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

과거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 및 국유화

문의처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042-724-7044)

정보찾기
www.pps.go.kr
(조달청소개 → 조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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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에 있어서 계약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정부가 공급원을 결정하는 방식(계약방법)에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경쟁입찰(일반, 제한, 지명)과 특정인에게만 청
약기회를 제공하는 수의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경쟁계약

계약대상 물품 " 용역 " 시설공사를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 등을 공고하여 불특정 다수의 입찰희망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정부조달은 일반경쟁계약이 원칙임

제한경쟁계약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예시)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지역,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 등

  * 구체적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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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계약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법

(예시) 계약의 성질ㆍ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가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

  * 구체적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명시

수의계약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경쟁계약 원칙에 대한 

예외)

(예시)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ㆍ용역 등

  * 구체적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명시

문의처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042-724-7044)

정보찾기
www.law.go.kr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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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ㆍ용역(서비스)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프
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업무처리 절차

단계별 처리절차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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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의 장은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정가격, 배정예산 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조달요청

3. 조달요청접수(나라장터)

  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

4. 규격검토

  정부물품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경쟁이 가능한 규격으로 구매

5. 구매결의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에 대해 낙찰자 선정방식 등이 

기재된 구매결의서 작성

6.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

7.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 여건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



03

16 || Public Procurement Service

8. 입찰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

9.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

10. 계약체결통보

   계약서를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

11. 납품준비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 

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

12. 납품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

13.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 

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

14. 검사 검수 및 물품인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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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물품납품 및 영수증발급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 

등 대금지급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

16. 대금청구 및 영수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사항 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

17. 계약종결

   납품서류 확인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서류를 작성

18.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 

(수요기관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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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업무처리 절차

단계별 처리절차

1. 시설공사 계약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공사계약요청서, 공사 개요서, 내역서, 설계도면, 
시방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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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계약요청서 접수 

   공사계약요청서를 계약부서에서 접수하여 선람한 후 

기술검토 부서에 송부

3. 계약방법 검토 

   당해공사의 공법 기술 용도 규모 현장여건, 시공에 

필요한 등록요건, 수요기관 요구사항, 복합공종의 경우 

분리발주 여부,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 방법을 

결정

4. 기술검토 협의 

   기술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요기관과 협의

5.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참가 

   (1)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은 의무 실시대상이나, 현장 

설명에 참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가능 

   (2)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공사로서 현장설명을 실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한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나. 현장설명참가자격 증명 등 

    (1)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명시 

    (2) 현장설명 참가자는 국가기술자격 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 수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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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보증금 수납 

   보보증금액 : 입찰가격 5/100이상 상당금액 

   보보증방법 : 현금 또는 지정된 보증서 등(부정당업자,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참고)

8. 입찰보증금 수납 통보 
   조달회계팀장(경영관리과ㆍ팀장)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납입자 명단 통보

9. 예정가격 작성 
   수요기관에서 작성 송부한 산출내역서의 소요물량에 

대해 단위당 단가를 조사하여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기초 조사서에 의거 작성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일로부터 7~3일 전에 공표

10. 입찰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입찰을 원칙

11. 입찰집행 

12. 개찰 

13. 낙찰자 선정 
 가. 종합심사 낙찰제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 

(종합심사를 거쳐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적격심사 낙찰제 :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인 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결과 92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적격 심사결과 9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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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약보증금 납부 
    계약보증서, 현금 : 15/100

    공사이행보증서로 납부하는 경우 : 40/100 
(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공사는 50/100)

15. 계약보증금 수납통보 

16. 계약체결 - 계약서의 작성 
    낙찰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계약서와 보증금, 

수입인지, 국공채 매입필증 등을 제출받아 계약체결

17. 계약체결 통보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계약서를 수요기관과 계약자 

에게 송부

18. 고지서 발급 의뢰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에 조달 수수료를 납입토록 

경리부서에 고지의뢰

19. 고지서 발급 
20. 대금납부 
21. 대금영수 통지 
    국고수납 대리점에서 한국은행에 통보, 한국은행에서 

조달청에 통지

22. 준공통지서 
    공사 준공 후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준공 통지

23. 계약종결 

    계약담당부서에서 종결 처리

문의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46, 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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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달업체 입찰참가등록 개요

등록요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이 되어 있거나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 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 

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 

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을것

  *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8조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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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개인사업자 :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장만 등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등록하되 필요한 경우 지사도 

등록가능

등록신청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처리

등록 절차도

조달업체 등록담당공무원

(공인인증기관)

 1. 공인인증서 발급 

(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3. 자격요건 확인

 5. 등록 진행현황 조회  4.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승인)

 6. 인증서 사용자정보 등록

 7. 로그인 
 

 off-line용 인감등록, 변경등록  자격요건 확인 후 등록 확인(승인)

문의처 조달청 조달등록팀 (042-724-7066)

정보찾기
www.g2b.kr
(나라장터 → 업체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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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사 용역 별 입찰참가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등록기준 및 유효기간

등록 기준

 - 물품

  공급업체 :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함

  제조업체 : 제조업체임을 증명하는 공장등록증 등의 
증빙서에 의함

 - 공사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함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한 공사

 - 용역

  등록신청서,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함

   *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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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용역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 전산장비유지용역 환경영향평가업
청사관리용역 청소용역 등 

등록유효기간

   - 제조물품에 대한 유효기간은 3년간이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등록서류 및 관련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함

등록정보의 이용

나라장터에 게재된 조달업체 정보는 각 이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용하는 방위사업청,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도 나라장터의 등록정보를 
준용하여 입찰참가자격 부여

업종DB 및 근거법규 조회시스템

나라장터(www.g2b.kr) →업종DB 및 근거법규 검색

나라장터(www.g2b.kr) →계약규정 검색

문의처 조달청 조달등록팀 (042-724-7066)

정보찾기
www.g2b.kr
(나라장터 → 업체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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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세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범용인증서(유료) 발급 [업체 스스로 발급]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하여 연락 후 

사업자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인증서는 매년 11만 원씩 납부해야 함)

   * <매우중요>『지문보안기기』구매 안내 : 경쟁입찰은 

원칙적으로 ‘지문등록’을 해야 하므로, 인증서를 구매할 

때 지문기계(=지문보안기기)까지 동시에 구매(대금결제) 

하시기 바라며, 구매하신 후에 지문보안기기 수령증 (또는 

구매확인증)을 출력한 후 우선 보관(아래 2단계에서 

조달청에 방문시 지참해야 함)하여야 함

 코     스     콤(www.signkorea.com) :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 1566-2119
 한 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 1566-0566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 1577-8787

<2단계> 등록신청 [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만을 입력한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 
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에 나오는 안내내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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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문’과 ‘관련 제출서류’(출력된 시행문을 보면 제출 
서류가 나와있음)를 해당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에 
방문하여 제출(등기우편 가능)

   * ‘제조물품’을 등록할 경우 ‘직접생산증명서’ 대상 
물품 여부를 중소기업중앙회(1666-9988)에 먼저 
확인 필요

<3단계> 등록승인 [조달청(조달등록팀,경영관리과)]

송신한 관할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에서 제출서류 및 
송신내용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승인

   * 승인여부를 확인하는 메뉴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출력’ 
메뉴

    * <중요> 지문등록 안내 : 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는 
조달청 경영관리과를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해야 
하므로 지문등록 하실 분은 방문시 ①지문보안기기 
수령증(또는 구매확인증)과 ②신분증을 각각 필히 
지참 요망

 <4단계> 인증서 등록 [업체 스스로 등록]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후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완료

4단계까지 완료되면 모든 업체등록 절차가 끝난 
것이므로 다음날부터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문의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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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품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세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달업체 등록담당공무원

1. 제조물품 입찰참가 등록 신청
 ① 공장등록증

  -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 첨부한 
물품제조사실확인서

 ② 중기청 직접생산증명서

 ③ 생산(제조)인가"허가"등록증

 ④ 건축물관리대장
  - 건축면적 또는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 공장 

2. 자격요건 확인
 ①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 증명 

제출 여부 확인
  - 제출 : 제출서류검토 후 등록 
  - 미제출 : 직접생산 여부 확인 후 

적합할 경우만 등록

 ②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③ 직접생산 여부 확인 후 적합할 
경우만 등록

 ④ 직접생산 여부 확인 후 적합할 
경우만 등록

         

 4. 등록 진행현황 조회  3. 입찰참가자격 등록 확인(승인)

 5. 인증서 사용자정보 등록  

 6.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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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조달청 조달등록팀 (042-724-7066)

정보찾기
www.g2b.kr
(나라장터 → 업체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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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전자입찰시스템에서 발주가 가능
한가요?

조달청은 민간전용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누리장터를 이용
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누리장터란?

민간조달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나라장터를 

민간에 개방한 민간전용 전자조달시스템

’13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영농영어조합법인, 

’14년 비영리법인, ’15년 중소기업, ’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추진위원회, 조합 

등)로 이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누리장터 주요기능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청구 등 조달 과정의 전자화

견적 요청, 역경매 등 민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 조회 및 증명서 발급

누리장터 이용절차

민간수요자 등록 및 인증서 발급등록 

  *누리장터(http://nuri.g2b.go.kr)에 접속하여 우측 상당의 
‘신규이용자등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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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게시

개찰 및 낙찰자선정

(참고사항) 누리장터 온라인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 교재

누리장터 사이트 e 고객센터-자료실-나라장터자료실

에서 내려 받기 가능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042-724-7215)

정보찾기 nuri.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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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자인 중소기업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 SW용역 사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 대금청구 지급 ~ 실적증명 발급
등의 과정이 투명해집니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의 주요기능

하도급계약, 대금청구 및 지급 등의 업무과정을 전자화

발주기관, 원/하도급사별 계약 및 대금지급 통계 제공

하도급계약에 대한 실적증명서 발급 등

하도급지킴이 이용절차

나라장터 인증서 발급등록

하도급지킴이에 로그인하여 사용자 등록 및 권한 설정

하도급계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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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 발급 등록

대금청구 및 지급처리

(참고사항) 하도급지킴이 온라인 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 교재

하도급지킴이의 공지사항 메뉴에서 온라인 매뉴얼 

및 사용자 교육교재 내려 받기 가능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042-724-7515)

정보찾기 http://hado.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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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과 관련한 통계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공공조달과 관련한 통계는 두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① 나라장터 관련 통계는 조달정보
개방포털에서, ② 나라장터를 포함한 공공조달
전반에 관련된 통계는 공공조달통계시스템(온통
조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달정보개방포털 보고서 제공 현황(’18년 3월 기준)

대분류 메뉴 주요내용 보고서 개수

종합분석
종합 조달실적 내역, 특정품목 조달내역, 
수요기관별 입찰참가집행 실적 등 종합분석 
보고서

14

종합쇼핑몰 종합쇼핑몰 품목등록내역, 납품요구 내역 
등 종합쇼핑몰 관련 보고서 6

물품 물품관련 발주계획에서 계약에 이르는 
조달단계별 보고서 13

공사 공사관련 발주계획에서 계약에 이르는 
조달단계별 보고서 9

용역 용역관련 발주계획에서 계약에 이르는 
조달단계별 보고서 12

외자 외자관련 발주계획에서 계약에 이르는 
조달단계별 보고서 12

기타
비축물자 판매공고 내역, 업종 및 근거법규 
내역, 시설공통자재 가격정보 내역 등 기타 
분야의 보고서 

7

사용자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 관련 보고서 5

총 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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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통계시스템(온통조달) 통계보고서 제공 현황 (’18년 3월 기준)

보고서 분야 주요내용 보고서 
개수

 주요통계
(고시에 의한 
공표통계)

전체 공공조달 현황, 기관구분별 조달 현황, 
기업구분별 조달 현황, 계약방법별 현황, 
지역제한 현황, 지역의무공동계약 현황, 
계약목적물(업무대상)별 현황

7

일
반
통
계
(55)

수요기관 수요기관 관련 (기관구분별, 수요기관별) 통계 14

조달기업 조달기업 관련 (기업구분별, 조달기업별) 통계 8

지역 수요기관 조달기업 소재지 지역 관련 통계 9

업무대상
물품 공사 일반용역 기술용역 업무구분별 
통계

5

정책지원
중소기업 사회적기업녹색 제품 등 조달정책 
지원 통계

19

이용자 맞춤 통계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항목)를 조합하여 
만든 통계

5

계 67

문의처
(조달정보개방포털)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042-724-7124),
(온통조달)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042-724-7516)

정보찾기
(조달정보개방포털) data.g2b.go.kr → 고객지원 → Q&A
(온통조달) www.ppstat.g2b.go.kr → 고객지원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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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통계시스템(온통조달) 이용방법은?

① www.ppstat.g2b.go.kr 접속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온통조달” 검색

② 온통조달 접속 후 검색창에 보고서 검색 또는 좌측 보고서 
메뉴를 클릭하여 원하는 보고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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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고서 화면에서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042-724-7188)

정보찾기 www.ppstat.g2b.go.kr → 고객지원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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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입찰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전자입찰는 PC와 동일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시 모바일 전용 토큰(모본(MKT-1000F),
KSID-지문인증스마트카드)이 사용됩니다.

스마트폰 전자입찰 절차

스마트폰 전용 보안토큰

신규
등록업체 사업자범용 인증서(유료)발급

수행주체 :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수행주체 :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

수행주체:조달청(고객지원센터)

스마트폰 전용 지문보안토큰 구매
및 지문등록

수행주체 :업체, 조달청(고객지원센터)

지문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
설치 및 인증서 복사

수행주체 : 업체

 인증서 등록
수행주체 : 업체

전자입찰 참가
수행주체 : 업체

기존
등록업체

지문인증 스마트카드

신규
등록업체 사업자범용 인증서(유료)발급

수행주체 :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수행주체 :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 승인

수행주체:조달청(고객지원센터)

지문인즌 스마트카드 구매
및 지문등록

수행주체 : 업체, 우리은행

지문보안토큰 구동프로그램
설치 및 인증서 복사

수행주체 : 업체

 인증서 등록
수행주체 : 업체

전자입찰 참가
수행주체 : 업체

기존
등록업체

스마트폰 전자입찰 관련 자료

신규 업체 인증서 발급 안내문

 * e-고객센터 → FAQ → 조달업체용 인증서 발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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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업체등록 절차 안내문

   * e-고객센터 → 자료실 → 나라장터자료실 → 
신규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안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 e-고객센터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경쟁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구동 프로그램 설치

   * e-고객센터 → 이용지원 → 지문보안전자입찰 → 
구동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복사 매뉴얼

   * e-고객센터 → 이용지원 → 지문보안전자입찰 → 
인증서 복사

 지문인식전자입찰 이용절차

   * e-고객센터 → 이용지원 → 지문보안전자입찰 → 
지문인식 전자입찰 안내

 스마트 나라장터 매뉴얼

   *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운영자 공지사항 → 
스마트 나라장터 개편 안내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042-724-7159)
※ 현재 지문인증 스마트카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상태로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완중에
있으며, ’18년 중 오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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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을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찰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입찰금액 등의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 가능 시기

공고한 개찰 일시 이전까지 

취소 방법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메뉴 경로 : 조달업체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Bid Center → 해당투찰건 → 전자입찰취소신청 
[신청서작성] 

직접 제출 또는 팩스 전송 등의 방법 이용

   *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에 따른 법인의 인감도장이나 인감 
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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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리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취소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한 전자조달이용자의 전자입찰을 취소 

하고, 해당 전자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042-724-7506)

정보찾기
www.g2b.go.kr
(조달업체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Bid Center
→ 해당투찰건 → 전자입찰취소신청[신청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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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입찰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방법
및 동가인 경우 낙찰자 선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율 범위 내에서 균등한 폭으로 15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1개씩의 예비가격(비율)을 결정하여 기초
금액을 곱해 산출합니다.
입찰가격이 동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진행하되, 입찰공고시 집행관이
선택한 방법(수동, 자동)을 따릅니다.

복수예비가격 작성절차

기초금액 공개 → (재무관)복수예비가격 작성, 무작위 

순으로 저장→ (투찰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 

(비공개) →입찰마감→ (입찰집행관)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개찰집행, 복수예비가격 중 

최빈가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 결정

(참고사항)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율

조달청 기준(국가기관) : ±2%, 행자부 기준(지자체 

및 교육기관) : ±3%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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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공기관 : 발주기관에서 공고시 정한 기준율

   * 자세한 방법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 전자 

조달(입찰,통합공고)[69]번 “[안내] 나라장터 복수 

예비가격작성 기준 변경 안내” 참조

동가인 경우 낙찰자 선정방법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선정

  - 자동추첨 방법을 선택한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구축된 시스템 이용

    * 자세한 방법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사항 기타 
[1692]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개정 및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 추첨 프로그램 구축 안내” 
참조

  - 수동추첨 방법을 선택한 경우 : 기관별 수동추첨 진행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042-724-7506)

정보찾기

www.g2b.go.kr
예비가격 작성(나라장터 기관 로그인 → 나의
공고관리 → 해당공고건 선택 → 예가작성)
동가시 자동추첨(나라장터 기관 로그인 → 입
찰공고 → 입찰공고입력 →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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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서 입찰하면 해킹위험은 없나요?

조달청에서는 PC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시스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해킹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 전용 가상PC를 이용한 안전입찰서비스 제공
으로 해킹 차단입찰

조달기업 이용자 PC에 안전입찰 2.0 프로그램 
(SafeG2B)*을 설치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운용

  * 나라장터 입찰전용 가상 PC를 생성하는 방식 
(안전입찰 1.0)에서 이용자 PC의 웹 브라우저를 
가상화하는 방식(안전입찰 2.0)으로 운영 환경 개선

     - 동 서비스는 ’17년 10월 17일부터 적용하였으며, 
수요기관 자체 입찰까지 확대 시행하여 현재 
98%이상의 조달업체들이 안전입찰로 참여

나라장터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통한 서버 해킹 방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대해 국가정보원, 행정자치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아울러, 주기적으로 나라장터 점검 후 취약점 발견 

시에는 즉시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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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042-724-7572, 7141)

정보찾기

www.g2b.go.kr
(e-고객센터 → 안전입찰)
※ 나라장터시스템 해킹 방지 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042-724-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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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위해 세부품
명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나요?

세부품명번호는 목록정보시스템 분류체계 상에서
이미 부여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위하여 세부품명번호를 별도로 부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품분류체계란?

물품을 기능, 용도, 재질 등에 따라 대, 중, 소, 세( ), 

세세 분류로 나누어 고유번호를 매기는 체계를 말함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목록화 요청의 차이

입찰참가자격 등록(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은 물품, 

공사, 용역 및 외자물품의 입찰참가자격을 분야별로 

등록하는 것이며, 물품 목록화 요청은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는 절차임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목록화 요청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업무임

세부품명번호 확인방법

세부품명번호는 목록정보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으며 

지능형검색 또는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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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월 현재 기준으로 물품분류번호(8자리)는 9,556개, 

세부품명번호(10자리)는 11,960개가 등재되어 있음

문의처 조달청 물품관리과 (042-724-7174)

정보찾기
www.g2b.go.kr
(나라장터관련사이트 → 목록정보 → 
지능형검색 또는 일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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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 요청의 처리 절차는?

목록화(품목등록)는 나라장터(www.g2b.go.kr)
→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의 경로를
통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목록화(품목등록)란?

물품에 품명을 부여하고 특성자료 등의 식별자료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

목록화 요청 절차

목록화는 나라장터(www.g2b.go.kr) →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의 경로를 통하여 요청

목록화 요청 자격

목록화 요청은 조달업체(제조 또는 공급업체), 수요 

기관 모두 가능

조달업체는 등록하려는 물품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먼저 등록한 후 

목록화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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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급업체는 등록하려는 물품의 제조업체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해당 물품의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재하고 있어야 함

  *외국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카탈로그 등 

제조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갈음

 ※등록하려는 세부품명이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화요청 → 품명등록의 경로를 통하여 세부품명 

신청이 가능

목록화 행정소요일수

요청일로부터 8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문의처 조달청 물품관리과 (042-724-7174)

정보찾기
www.g2b.go.kr
(나라장터관련사이트 →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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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이 변경되었는데 기 등록된 물품목록의
수정요청 처리 절차는?

물품목록의 제조업체명 변경은 입찰참가자격등록
에서 상호명 변경 또는 업체등록(미등록 시) 후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요청하거나 문서로 요청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물품목록의 제조업체명 수정요청 절차

우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상호명 변경 처리 필요

상호명 변경 처리 후 ①목록정보시스템의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메뉴에서 해당 품목을 검색하여 변경 

사항을 입력하여 요청하거나, ②문서로 제조업체의 

변경 전ㆍ후 내용을 작성하여 수정요청을 하면(Fax 

가능) 일괄 수정처리가 가능

   * (포함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기타 

(변경사유)

수정요청 시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고 상호명만 변경된 경우

  *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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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이 모두 변경된 경우

  *소멸된 법인과 신생 법인 간에 체결한 합병(또는 분할) 

서류, 목록자료 품명에 대한 포괄적 승계확인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요청

품목변경 행정소요일수

요청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문의처 조달청 물품관리과 (042-724-7174)

정보찾기
www.g2b.go.kr
(나라장터관련사이트 →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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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된 물품목록의 모델명, 이미지, 규격
등의 변경은 가능한가요?

물품목록의 수정은 오류가 있는 경우와 누락된 
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델명, 이미지, 규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물품목록 수정요청 절차

물품목록 수정은 나라장터(www.g2b.go.kr) → 목록 

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의 경로를 통하여 요청

단순오류ㆍ누락은 수정 가능

물품목록은 당초 등록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와 

속성값 등이 누락된 경우에만 수정 가능

등록오류란 품목등록 이전의 증거 자료를 통해 기재한 

내용이 오류로 확인된 것을 의미

모델명, 이미지, 규격 등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모델명, 이미지, 규격 등이 변경되면 이미 등록된 품목과 

달라지므로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규로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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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물품목록 등록 후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장기간(약 3개월) 경과되지 않은 건은 검토 후 승인 

가능

장비의 경우 모델명, 규격 등의 변경 없는 단순한 이미지 

변경은 검토 후 승인 가능

  * 변경 전 이미지는 다면이미지에 포함하여 관리

문의처 조달청 물품관리과 (042-724-7174)

정보찾기
www.g2b.go.kr
(나라장터관련사이트 →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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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무엇인가요? 

물품제조로 입찰등록하려는 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의
입ㆍ낙찰을 방지하고, 실제 제조능력을 갖춘 조달
업체를 보호하여 조달물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물품제조등록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의 확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

   * 서류심사(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의 

증명서류 등)와 현장조사 병행

직접생산 확인방법

적용대상

  -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업체

  -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물품 제조등록을 갱신하려는 업체

  - 이미 물품 제조등록을 한 업체

    * 현장에서 서류심사 및 생산시설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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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사항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규정된 제조 

공장ㆍ시설(임차 가능), 인력 등 확인

   - 전기 사용료, 원부자재 매입내역 등 실제 제조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조달품질원 홈페이지(www.pps.go.kr/center) 

공고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세부 품명별 직접생산확인 기준(생산시설, 제조인력, 

생산공정 등)을 설정하여 각각의 품명에 대한 기준을 

확인 가능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확인기준 제시하여 인용함

www.smpp.go.kr/smpp/index.do(공공구매종

합정보 → 정보조회 → 직접생산확인기준)

문의처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054-716-8126)

정보찾기
www.pps.go.kr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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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기준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직접생산확인 기준표(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는 조달품질원 홈페이지(http://www.pps.
go.kr/cente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적용대상(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신규로 물품 제조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17-23호)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물품 제조 등록을 갱신하고자 신청하는 자

   ③ ①항 또는 ②항을 통해 이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물품 제조등록을 한 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조달품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공공구매 

종합정보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

   * (참고)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제2018-9호, 

2018.1.18, 별표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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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방법

조달품질원 홈페이지(http://www.pps.go.kr/center/) 

: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좌측 

하단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선택 →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중기간 물품 : http://www.smpp.go.kr/smpp/index.do

  (공공구매종합정보 → 정보조회 → 직접생산확인기준)

  

문의처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054-716-8126)

정보찾기
www.pps.go.kr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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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입찰공고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정보

입찰정보 매뉴에서 물품, 공사, 용역, 리스 등 업무별 
입찰공고 확인 가능

물품 등 각 업무별 매뉴 중 공고현황을 선택하여 세부 
입찰정보 검색이 가능

정보검색

공고현황에서 자료 입력없이 검색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모든 입찰공고가 조회됨

특정기관 등의 입찰공고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고기관, 
공고명 등을 입력하여 검색

  *개찰일, 추정가격, 지역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검색 가능

상세정보

조회된 입찰공고를 선택하여 입찰에 관련된 상세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세부 물품 내역, 서류 
제출 여부 등은 첨부 파일의 공고서, 규격서 등을 통해 확인

 * 발주기관 정보, 개찰일시, 투찰 제한, 구매대상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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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자격조건 등을 확인하고 입찰 

참여 가능

   *전자적으로 가격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은 

입찰공고 검색 후 우측의 지문투찰을 선택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 입찰서 제출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g2b.go.kr
(정보제공 → 입찰정보 → 물품/공사/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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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해지는 언제 이루어지죠?

계약 해제 해지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불가
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계약 해제란 계약의 효력이 소급되어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계약 

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일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

납품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행 

중 뇌물수수 등 부당 행위 발생,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체결된 경우 등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처리됨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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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해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

발주기관은 계약 해제 해지 시 해당 기간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재료 및 장비의 철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law.go.kr
(행정규칙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
반조건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구매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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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사유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입찰 담합 등 공정 거래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
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량품 납품 등 부당한 계약이행, 입찰담합,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뇌물제공,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별로 1월~2년 범위내에서 
제재기간이 결정되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참가가 
제한되어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음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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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경우 등은 과징금부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유별 과징금 부과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구성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law.go.kr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제76조의 2) /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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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어떻게 신고하죠?

경쟁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조달청 홈페이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와 ‘조달가격 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시거나 계약담당부서에 직접 신고가 가능
합니다.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신고 유형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등이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조달가격 신고센터 신고 유형

조달계약 체결한 단가보다 시중가격을 낮게 판매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고가로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하는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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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상의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와 조달가격 신고센터를 이용하되, 모바일 앱, 

팩스, 서면으로 신고도 가능

   -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신신고 경로 : ①조달청 홈페이지 → 참여 민원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조달가격 신고센터

②나라장터 하단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가격조사 신고센터 바로가기

    * 신신고내용 입력 : 신고센터의 신고등록 버튼 클릭 

→ 본인 인증 → 내용 입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 위반 등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 고객 

센터 → 부당행위신고 에서도 등록 및 신고 가능

문의처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 (042-724-7490), 
조달청 조달가격조사과 (042-724-7396),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pps.go.kr(참여 민원 → 불공정조달행위/
조달가격 신고센터), 
www.smpp.go.kr(고객센터 → 부당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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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무엇인가요?

입찰보증금은 입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
결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자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보전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일정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찰보증금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함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1회 이행금액(최대 이행예정량 

× 입찰단가)의 5/100 이상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입찰보증금을 직접 납부받지 않고 지급 각서로 

대체 (기관별로 입찰보증금을 직접납부토록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입찰공고서를 통해 납부면제 

여부 확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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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물품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보증보험증권, 정기 
예금증서 등으로 납부 가능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1회 이행금액(최대 이행예정량 

× 계약단가)의 10/100 이상

물가변동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 

보증금 반환

(참고사항)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총제재기간*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

   *6개월 미만 10/100 이상, 6개월~1년 미만 15/100 이상, 

1년~2년 미만 20/100 이상, 2년 이상 25/100 이상 

(계약보증금)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총제재기간*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6개월 미만 15/100 이상, 6개월~1년 미만 20/100 이상, 

1년~2년 미만 25/100 이상, 2년 이상 30/100 이상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 처리규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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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

총액계약은 구매계약 물품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단가
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한 물품
등을 단가를 정하여 체결하는 구매계약을 의미
합니다.

총액계약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계약방법

   *경쟁입찰의 경우 총금액(물품단가 × 수량)을 기준 으로 

기초금액이 발표되고 가격 입찰서 제출 시에도 

총금액을 표기하여 제출

물품구매 입찰공고 조회 시 계약방법에 총액 또는 

단가계약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 입찰참가 시 확인 

가능 

   *계약방법 : 일반(총액), 일반(단가), 제한(총액), 제한 

(단가) 등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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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 

하고 수요량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수요량은 예정량을 명시)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계약단가 및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체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은 단가계약 방식으로 구매계약을 체결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pps.go.kr

(업무안내 → 물품구매 → 구매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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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과 제3자단가계약의 차이점은 무엇
인가요?

제3자단가계약은 계약체결의 목적이 계약기관
(조달청)의 수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타 기관
(제3자)의 수요 목적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단가계약 방식의 하나입니다.

단가계약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가 필요하고 

수요량이 확정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수요량은 예정량을 명시)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계약단가 및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계약체결

제3자단가계약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중앙조달기관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단가를 

정하여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제3자)에서 

해당 물품을 계약단가대로 직접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는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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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단가를 정하여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나 계약의 

목적이 계약기관의 수요 목적이 아닌 타 기관(제3자)의 

수요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단가계약과 구분됨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제3자단가계약 물품이나 

이 중 일부물품(레미콘, 아스콘 등)은 타 기관(제3자) 

납품 요구 시 조달청 검토 단계*를 거쳐 납품 요구가 

확정되어 제3자단가계약과 구분하여 일반단가계약 

으로 통칭

   *레미콘은 90분 이내 납품이 되어야 하는 등 납품 요구에 

대한 일정한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수요기관 납품 요구 

시 조달청에서 이를 검토하여 납품요구 여부를 최종 

확정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배정을 희망하는 조합원사를 

지정하여 납품요구 가능)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pps.go.kr

(업무안내 → 물품구매 → 구매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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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어떻게 다른지요?

다수공급자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를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
에게 납품요구하는 제3자단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지만,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3자단가)

조달사업법에 따른 계약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대상물품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지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이 

유사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 대상물품 :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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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차이점

 

구분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계약방법 경쟁 or 수의 경쟁

계약수량 구매결의 시 결정된 수량 업체 계약 수량

계약자 단일업체 다수업체(3개사 이상)

가격할인 없음
다량 납품요구량 초과시
할인행사 기간의 납품요구

가격인하 계약 후 90일 이후
수시로 가능 (중간기간경쟁
제품은 10% 이하)

2단계경쟁 없음
1회 구매예정금액 일정금액
(중기간물품 1억 원, 일반물품 
5천만 원)

문의처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42-724-7293)

정보찾기

http://pps.go.kr/

(업무안내 → 물품구매 → 구매업무 개요 → 

공급방법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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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203개) 및 추정가격 고시금액
(2.1억 원) 미만 일반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구매를 진행하는 계약제도
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는 물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구매계약을 진행

   *매 3년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16년 

현재 204개 제품 지정

중소기업 및 직접생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중기청의 위탁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 
확인 및 증명 업무를 대행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 원) 미만 일반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일반제품 중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인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 
기업자를 대상으로 구매계약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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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은 예산에서 부가가치세 등 제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고시금액은 국가기관 등이 국제입찰에 의할 

기준 금액으로 2년마다 고시(’17년 기준 국가기관 

고시금액은 2.1억 원)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 원) 미만에서 1억 원 까지는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구매 진행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law.go.kr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 2) 등) 

(행정규칙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

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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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격심사는 무엇인가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재무구조 등이 건실한 우량업체를 낙찰
자로 선정하기 위한 낙찰자 결정방식이며, 중소
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실시하는 ‘중소기
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와 
이외의 일반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물품구매 적격
심사’로 구분됩니다.

일반물품에 대한 적격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일반물품 구매 입찰 
시 적용하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 있음

   *조달청 및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에서 집행하는 구매 
입찰시 적용하며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을 적용

조달청 적격심사의 경우 3개의 평가기준(10억 원 이상, 
10억 원~고시금액 이상,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됨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의 경우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10억~고시금액(2.1억 원) 이상, 고시금액(2.1억 원) 
미만 등 3개의 평가기준이 있으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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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제한경쟁 입찰 시 

적용하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과 중기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이 있음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시 적용하며 기타 공공기관의 자체 입찰건에 

대해서는 중기청 기준을 적용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3개의 평가기준(10억 원 이상, 

10억 원~고시금액 이상,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되며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됨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law.go.kr

(행정규칙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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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방법별(적격심사 등) 낙찰하한율이 어떻게
되나요?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견적서 제출과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
력 심사로 진행되는 구매 입찰건입니다. 추정가
격 5천만 원 이하 견적서 제출의 낙찰하한율은 
88%(일부용역 등은 상이)이며,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은 심사기준별로 상이합니다.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견적제출의 낙찰하한율

소액구매 입찰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2천만 원 이하는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 가격 제출자와 계약 체결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청소 단순경비 관리용역 

등의 낙찰하한율은 90%임 (공고건별로 낙찰하한율이 

명시 되므로 입찰 참여시 낙찰하한율 확인후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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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적용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의 낙찰하한율은 조달청과 중기청 심사기준 

모두 87.995%이며,

   - 일반물품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인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낙찰하한율은 추정가격 고시 

금액(2.1억 원) 미만 84.245%, 고시금액 이상은 

80.495%임

   -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 낙찰 

하한율(일반물품)은 추정가격 고시금액(2.1억 원) 

미만 84.245%, 고시금액 이상은 80.495%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을 제외한 기타 

평가기준(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입찰가격에서 필요한 최소 점수이므로, 입찰 

참가시 입찰자의 통과 점수 등을 사전에 확인한 후 

입찰 참가 필요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law.go.kr

(행정규칙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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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관련 신인도 가점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은 신규고용 창출 등 고용
분야, 우수조달물품 등 인증분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에 대한 가점이 있으며 심사기준별로 
신인도 항목 및 가점 기준이 상이합니다.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신규 고용창출 우수기업 1~3점, 청년고용 우수기업 

(0.75~1.25점), 정규직 사용 우수기업(0.5~2점,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중소 중견 

기업(1.5점),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2점), 혁신형 중소 제조기업(2.5점) 등의 신인도 가점 

부여

   *구체적인 신인도 항목은 심사 세부기준의 평가 기준별 

신인도 평점 참조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은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과 다소 상이하므로 

해당 기준 참조)

신인도 평가는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 점수가 

부족한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점이며 배점 

한도는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5 ~ -5점, 10억 원 

미만 +3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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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고용창출 우수기업 가점(1~3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대 +7점 까지 인정 (지방자치단체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은 조달청 적격심사 기준과 다소 

상이하므로 해당 기준 참조)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평가 

기준과 대부분 동일

   *세부 평가기준은 심사기준 확인 (중기청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 기준의 신인도는 중기청 고시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확인)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law.go.kr

(행정규칙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

력심사 세부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

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중

기청 고시)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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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는 5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의 적격심사 
시 신인도 가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물품 

계약 등은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 

   *일반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 
계약 가능

조달청은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일반물품* 구매계약 

추진 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우선적 

으로 추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203개)은 조합추천 수의 계약 
으로 진행

가점 부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의 계약이행능력심사의 신인도 평가 시 여성기업 
0.25~1점*, 장애인기업 1.5점 가점 부여

   *여성기업 존속기간 3년 미만 0.25점, 3년~5년 미만 
0.5점, 5년~10년 미만 0.75점, 10년 이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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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종합쇼핑몰 우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제품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 

전용몰*을 구축하고 해당기업 제품임을 안내

   * ‘사회적가치실현기업몰’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용몰 운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시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약자지원 항목으로 가점을 적용하여 우대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shopping.g2b.go.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전용몰 → 사회적가치실현기업) 

www.pps.go.kr(조달청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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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서의 분할납품은 무슨 뜻이며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요?

분할납품은 1건의 납품요구서에서 분할하여 
물품 납품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며 
분할납품이 ‘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하며, ‘불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할
납품이 불가합니다.

납품요구 및 분할납품

납품요구는 단가계약이 체결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 등에 대하여 수요기관에서 해당 물품을 납품할 

것을 계약업체에게 요구하는 것

납품요구서의 분할 납품 가능 여부는 납품요구서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분할납품 ‘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 

대금지급

분할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요구건 전체의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납품 금액 만큼 

검사 검수를 통해 대급 지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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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납품 불가*인 경우 해당 납품요구건 전체의 물품 

납품 시 검사 검수를 통해 대급 지급 등이 가능

   *시스템 장비 등 1식으로 계약되고 전체 물품이 납품되어 

성능 확인 등 검사 검수가 가능한 품목 등에 적용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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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체결된 물품의 경우 나라
장터 ‘조달업체업무’ 물품 메뉴 ‘대금청구’ → 
‘선금급청구’에서 신청이 가능

지급기준 및 금액

물품 제조 계약의 경우 선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 
이행기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신청의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

   * 30일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통해 선금 지급이 가능

계약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 신청 시 해당금액은 
의무적으로 지급

   *계약금액 3억 원 미만 : 50%, 계약금액 3억 원~10억 원 
: 40%,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 30% 

신청절차

선금사용계획서*와 공공기관의 채권확보를 위한 선금 
보증서를 첨부하여 선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지급

   *물품 제조에 따른 자재확보, 노임지급 등에 사용할 
선금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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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보증서는 계약해제 등의 경우 기 지급된 선금 

회수를 위해 공공기관의 채권확보로 선금액에 약정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약정이자액은 국가기관의 경우 ‘한국은행 대출 평균 

금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정금고의 정기 예금 

이자율’이며, 보증기간은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이행 

기간 종료일의 60일 이상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law.go.kr
(행정규칙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검색 후 선금 지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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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은 어떻게 하죠?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와 규격 
및 물량 변경으로 인한 경우등에 가능하며 일반
적으로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되고 3% 이상의 물가변동 
등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

   *계약서에 물가변동 시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적용 여부를 명시 (품목조정율은 구성 비목에 대한 
등락율을 산정하고 지수조정율은 한국은행 공표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등을 적용)

   - (예외)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90일 이내에도 조정이 
가능하며,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 적용한 조정 
방법과 달리 적용 가능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에 따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변동율 등을 산정하여 수정계약 체결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발주기관에서 물가 

하락 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 조정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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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물량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당초 계약된 물품의 규격 또는 수량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계약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수량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수량의 10% 범위내에서 가능

   *규격 변경의 경우 당초 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10% 범위를 

초과하여 수량변경 가능

발주기관 검토 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규격 

및 물량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진행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law.go.kr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행정규칙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구매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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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시 검사 검수는 무엇인가요?

검사란 계약물품이 계약 규격 대로 제조 설치
되었는지의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란 검사에 합격한 계약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없이 계약서에 정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경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 규격대로 적합하게 납품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에 합격한 경우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의 여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

대금지급

납품기한 내에 물품이 납품되고 검사 검수에 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금지급을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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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국세, 지방세, 관세, 

국민연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체납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처리 후 잔액을 지급 받을 수 있음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64)

정보찾기
www.pps.go.kr

(업무안내 → 물품구매 →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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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은 무엇인가요?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 품질 성능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물품을 3인 이상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제도

  -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격 협상을 통해 연중 단가계약을 체결

수요기관은 민간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한 방식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계약방식으로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정부물품구매에 널리 활용(우리나라는 

’06년 도입)

대상품목

다수공급자계약 대상품목은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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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거래실적이 3천만 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이며, 업체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하는 

제품이여야 함.

단가계약 가능 물품 및 용역(제3자단가 계약 포함)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 운영실적

’17년 공급실적은 8조 8,040억 원 규모(34.2만 개 품목, 

6,774개 업체)로 구매사업(263,026억 원)의 33.5% 

차지

’17년 기준 중소기업 제품이 33.6만 품목(98%), 금액은 

7.1조 원(81%) 상당으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관문 역할

문의처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42-724-7293)

정보찾기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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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다수공급자계약 처리절차

구매계획수립 : 상용화 여부 및 수요기관 예상 수요량, 

거래실례가격 형성여부, 시장에서의 경쟁성, 전년도 

구매수량, 관련 업체의 현황 등 조사

구매공고 : 구매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매공고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

적격성 평가 신청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자가심사)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를 정부조달MAS협회에 제출

   * 경영상태 B- 미만, 부도 또는 파산상태인 경우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 MAS협회에서 접수"검토 

후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하여 협상품목 승인 

처리를 하며, 조달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

가격자료제출 :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고, 

거래처별 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으로 온라인 송부

협상기준가격 작성 : 규격별 거래실례가격의 가중 

평균가격 또는 최빈가격 등을 기준으로 협상기준 

가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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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협상 : 조달청이 작성한 협상기준가격 이하로 

조달업체와 가격협상

계약체결 : 가격협상이 완료된 3인 이상의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계약기간은 3년 

원칙)

납품요구 : 수요기관에서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하되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 

납품업체 선정

   *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5천만 원(중기간제품은 

1억 원) 이상인 경우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 

으로 가격"품질 등을 비교하여 2단계 경쟁을 실시

문의처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42-724-7293)

정보찾기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안내)



42
MAS

98 || Public Procurement Service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은 무엇
인가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도

일정금액 이상 구매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대상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경쟁성 강화하는 제도

2단계경쟁 기준

(적용대상) 수요기관의 1회 구매예정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다수공급자 물품

   * ’12.03.01.부터 대기업제품의 2단계경쟁 의무적용 
금액은 5천만 원이며, 중소기업제품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은 1억 원

(제안방법) 수요기관은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5개 업체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고 종합쇼핑몰 시스템 
에서 추가 2개 업체를 자동 선정하거나, 계약업체가 
15개 이상인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10개사를 자동추천 
하고 수요기관에서 5개사 이상의 업체를 선정

  <참고> ’18.1.1.부터 5억 원 이상인 경우 수요기관이 
2단계경쟁 참여업체를 선택하는 대신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토록 개선

(평가기준) 종합평가방식, 표준평가방식(Ⅰ~Ⅳ) 중 
수요기관에서 선택

   * ’17.8.1.부터 최저가격 제안자 선정 방식(최저가낙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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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경쟁의 업무처리절차

제안요청

(수요기관)
▶
제안서 제출

(계약상대자)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수요기관)

▶
납품요구

(수요기관)

*제안요청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On- 

Line으로 시행

다만, 소품종을 전문 생산하는 중소가구업체 보호를 

위해 수요기관에 2개 이상의 가구류 세부품명을 

2단계경쟁을 거쳐 구매하려면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공고를 해야 함

문의처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42-724-7293)

정보찾기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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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도 2단계경쟁을 하여야
하는지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일반단가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등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심사를 하는 제도로서

   - 일반단가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 등은 2단계경쟁 

대상이 아님.

관련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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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로부터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조달청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에 따라 제안서 심사를 

통한 수요물자 납품대상 결정에 적용할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의처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42-724-7293)

정보찾기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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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한 신청자격, 절차, 혜택은?

조달청은 기술 및 품질이 뛰어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창업혁신조달
상품으로 지정하여 전용 상품몰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 후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창업기업(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지정 절차

① 분기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모집공고 확인 → ② 추천 

기관* 추천(광역자치단체 등) → ③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접수 → ④ 신청서 검토 및 보완 → ⑤ 1차 기술"품질평가 → 

⑥ 2차 조달적합성 심사(조달품목의 적합성, 지정제외대상 

등 구매업무심의회 검토) → ⑦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 ⑧ 상품등록 후 지정증서 및 마크 수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기관 현황(’18.4.9. 기준 총 

1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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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기 관 (4)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역자치단체 (10)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경남
공 공 기 관 (2)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정 혜택

벤처나라 홈페이지 상품 등록 후 전국 수요기관에 

제품판매

벤처나라 상품등록 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 

인증마크 부여

정부조달 등록"목록화"입찰"계약 등 조달제도 관련 교육 

제공(연 4회 조달교육원)

조달진출 및 등록 전 과정을 조달청 전담직원이 

전문상담 지원

각종 전시회, 기획전, 설명회, 언론 기획홍보 등 판촉 

활동 지원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47)

정보찾기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관련규정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 http://venture.g2b.go.kr → 공지

사항 또는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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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받기위한 
상세 절차는?

분기별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모집공고 확인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매 분기 벤처창업  

신조달상품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및 심사일정 확인 

매년 1월, 4월, 7월, 10월 공고 예정)

추천기관 추천(분기별 모집공고와 함께 추천일정 진행)

추천기관별 별도 모집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추천기관 

접수처에 추천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접수

모든 서류*는 파일화하여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첨부파일 등록

   * 신뢰서약서, 지정신청서, 상품설명서, 사업자등록증, 

기술"품질 증빙자료 등

신청서 검토 및 보완

미비된 서류에 대해 개별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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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술 " 품질평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업체 및 상품에 대한 기술 

및 품질 심사

2차 조달적합성 심사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한 조달품목의 적합성, 지정대상 

및 지정제외대상 등 심사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최종 지정

구매업무심의회를 통과한 상품에 대한 최종 지정 

발표(홈페이지 공지사항)

벤처나라 상품등록 후 지정증서 및 마크 수여

입찰참가자격등록부터 벤처나라 상품등록까지 조달청 

전담직원의 상담 및 협조를 통해 상품을 등록하고 

지정증서 및 마크 수여

<참고>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잘차 흐름도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47)

정보찾기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관련규정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 http://venture.g2b.go.kr → 공지

사항 또는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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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을 받을 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견적요청 또는 바로주문에 의한 주문서 작성을 통한 판로지원

벤처나라에 상품등록 후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요 

기관에 손쉽게 전자거래를 통해 상품 공급

   - 지정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은 업체 제시 견적가격 

으로 벤처나라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벤처나라를 통한 직접 전자 거래* 방식은 견적요청과 

바로주문으로 견적요청을 통해 가격협상이 가능함  

     * 1인견적수의계약 방식으로 부가세 미포함 2천만 원 

(여성 " 장애인 기업은 5천만 원)이하 거래 가능

     ※ 1인견적수의계약 방식 가능 금액 초과 거래건은 

수의계약(국가"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사유 충족 시) 

또는 입찰경쟁을 통해 공급 가능

교육, 전문상담을 통한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부조달 등록"목록화"입찰"계약 등 조달제도 관련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진행(분기별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지정 후 조달교육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연 

4회)

입찰참가자격등록, 물품목록화,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전 과정을 조달청 전담직원이 

실시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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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통한 판로 지원

벤처나라 상품등록 시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상품 대외 홍보에 활용

각종 전시회, 설명회, 언론 기획홍보 등 판촉 활동 지원

  !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회에 ‘벤처나라"새싹기업관’ 설치 

(’17년 20개사→ ’18년 40개사)

  ! 광역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언론보도를 

통한 벤처나라 홍보

  ! 벤처나라 등록상품 할인기획전 등 각종 기획전을 통한 

상품 홍보

문의처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447)

정보찾기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관련규정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 http://venture.g2b.go.kr → 공지

사항 또는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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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SW를 계약하기 위한 별도의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요?

상용 SW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
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직접 해당 SW를 해당 수요기관에 납품하고
대금 지급은 조달청에 요청하면 됩니다.
 * 2017년도 612개 등록 및 2,508억 원 납품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절차

물품식별번호 등록 → 계약서류 준비 및 사전협의 → 

서류 제출 및 접수 → 가격자료 검토 → 수의시담 

(가격협상) → 개찰 → 계약체결 → 종합쇼핑몰 등록

제출 서류

요청서, 규격서, 물품목록번호 내역, 프로그램등록부, 

인증서, 가격자료 등 

상품 유형별 전체 제출서류 목록 및 양식은 종합 쇼핑몰/

쇼핑도우미/상용SW 제3자단가계약제도 안내 /계약 

체결절차 /제출서류에서 다운받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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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등록 필수 요건

GS인증, NEP인증, NET인증 중 1개 이상에 해당될 것

3건 이상의 거래실례 또는 유사 거래실례가격 증빙이 

가능할 것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등록 가능

(공급업체는 제조업체의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문의처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7354, 6128)

정보찾기
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 → 03.상용SW 제3자단가계약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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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발주시스템을 이용한 SW사업 제안서 제출
절차와 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협상계약 기술평가를 위해서 조달업체는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요청,
제안제출, 제안평가, 사업관리,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

SW사업 입찰공고에 따른 조달업체의 제안서 제출 절차

나라장터(G2B) 로그인 → 입찰공고 확인 → 제안서 
제출(클릭)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업로드 
(임시저장) → 제안서 최종제출(클릭) → 제출확인

제출방법

(사전준비) 제안서 제출자는 나라장터(G2B) 인증서 
발급*하여 로그인 준비완료

   *나라장터(G2B) e-고객센터 자료실 65번 참조(신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안내)

(이용절차) ①SW사업 입찰공고(G2B) 확인 → [제안서 
제출] → ②제안서(입찰서류) 업로드 [임시저장] → 
③제안서 최종제출 → ④상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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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제안서 제출

  -동영상이 첨부된 제안서(ppt, pptx)와 압출파일은 

문서보안(DRM)이 변환불가하여, 제안설명회에 부득이 

동영상 제출시 계약담당자 별도문의 처리

  - 제안서 파일은 [제안서 임시저장] → [최종제출] 클릭

하여 제출상태 확인요망

  *제출화면은 시스템 개선에 따라 변동가능 → e-발주

시스템(http://rfp.g2b.go.kr) 공지사항 확인요망

문의처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e-발주운영) 
(042-724-6275, 6467, 6414)

정보찾기
www.g2b.go.kr(G2B) → 입찰정보(클릭) → 
제안서제출(e-발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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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정부의 SW사업 참여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되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
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
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고시로 정하여 운용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자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기부고시)

기업규모별 입찰참가 범위

구 분
20억 

미만

20억 
%
40억 
미만

40억 
%
80억 
미만

80억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1)

대
기
업

매출액 8천억 원 미만

매출액 8천억 원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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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지배 종속관계 있는 중소기업의 입찰참여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모기업의 

입찰참여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국방"외교 "치안 "전력( ),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 가능

   *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과기부고시)

문의처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042-724-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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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리발주 제도란?

중소 " 전문 SW기업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SW구매를 전체 SW사업과 분리하여 발주하고 별
도로 평가 " 선정 " 계약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
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분리발주 적용대상 사업 및 SW의 범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SW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SW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SW
   - 5천만 원 이상으로서 GS, NEP 등* 인증"검증"지정 SW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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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적용 제외

‘정보시스템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분리하여 발주 

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작성 " 명시하여 일괄발주 가능

조달청을 통한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사전에 제외 

사유 타당성에 대한 조달청 검토 결과를 받아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작성 " 명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각호 참조

문의처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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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우수제품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 
자격, 절차, 혜택은?

조달청은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여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중소 "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1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5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 제품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매출액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도 대상(시행 : ’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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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 ② 신청서 검토 및 보완 → 

③ 신청제품 공지 및 의견서 접수 → ④ 1차 심사 → 

⑤ 1차 심사 결과통보 → ⑥ 2차 심사 → ⑦ 우수제품 

지정 → ⑧ 지정증서 수여 → ⑨ 계약 요청 및 체결

지정 혜택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등 홍보를 통한 판로 지원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83)

정보찾기

우수제품협회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협회) http://www.jungwoo.or.kr → 알림마당 
→ 각종서식
(조달청) http://www.pps.go.kr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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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우수제품지정을 받기 위한 상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정계획 공고

지정 신청

1차 심사
기술심의회 구성 (분야별 5~10인)
일반제품,가구제품,SW제품 구분심사
신청제품에 대한 설명 및 자료요청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신 청 인 조 달 청 우수제품협회

신청서 보완

1차 심사 참석

1차 심사결과
확 인

신청접수

신청제품공개
및 의견서접수

1차 심사

1차 심사
결과보고

1차 심사 결과제품 
공개 및 의견접수

생산현장조사
*조달품질원 주관

2차 심사

우수제품지정

지정증서 수여

계약체결
규격추가
기간연장

신청서 접수
*지방조달청도 접수가능

신청서 검토

신인도 심사

생산현장조사

신청서 접수"검토
*규격추가,기간연장은 
조달청도 접수 가능

생산현장조사
협 조

지 정 결 과
확 인

지 정 증 서
수여식 참석

계 약  요 청
규 격  추 가
기 간  연 장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결과통보
요청

결과통보
심사의뢰

통보

  일정통보

통보

신청

제출제출

보완요청

지정신청

제출결과통보

신청제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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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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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우수제품지정을 받을 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수조달물품 공급실적 :  ’15년 21,550억 원,  ’16년 

23,770억 원, ’17년 28,206억 원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우수제품 포함)의 구매목표 

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이상으로 하여야 

함(의무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16.1.12 개정) 

공공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요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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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정부조달우수제품전 등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개최

조달청 우수제품소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운영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클럽” 운영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

   -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이미지 형성 및 우수조달물품을 

브랜드화 하여 육성

   - BI(Brand identity)개발 : 우수조달물품 지정마크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27)

정보찾기

우수제품협회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협회) http://www.jungwoo.or.kr → 알림마당 
→ 각종서식
(조달청) http://www.pps.go.kr →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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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 요건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제도는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 보유한 공동상표에
대해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
법인이 신청한 물품 중 성능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으로 지정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분야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해야 하고 참여기업의 30% 이상은 소기업이어야 함

   * 기술인증 : NEP, NET, 전력신기술, 특허 등 / 품질인증 

: 성능인증, GR, GS 등

심사방법

성능 품질의 우수성을 심사하는 물품평가, 참여기업 

간 시너지 효과 창출 역량을 평가하는 법인평가 실시

   * 지정기간은 3년(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이며, 지정 

1년 6개월 후 지정관리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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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판로지원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참고사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판로지원 현황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공급실적

                          (단위 : 개, 억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약건수 382 351 332 427 287

계약금액 325 344 360 425 415

문의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042-724-7227)

정보찾기
www.pps.go.kr
(업무안내 → 주요정책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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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EXPO 참여 신청 절차는?

나라장터 EXPO는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 전시행사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해외바이어들이 우수 조달업체의 
제품을 직접보고 효율적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신청대상

우수조달물품 지정업체, 다수공급자계약(MAS)제품 

등록업체, 기술인증제품 생산업체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 희망업체 

개최 및 참가신청

나라장터 EXPO는 매년 3~4월에 개최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1~2월에 나라장터엑스포 사무국*에 

신청

   * 전시사무국 관련정보는 www.Koppex.com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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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2018 코리아 나라장터 계획

장소 : KINTEX 4+5홀, 21,384㎡ (310개사, 770부스)

기간 : 2018. 4. 25. % 4. 27. 3일간

주최 : 조달청, 경기도, 고양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KINTEX (공동주관) 

2017년 개최성과

참여업체 : 283개사 733부스

참 관 객 : 4만2천명 (’16년 4만2천명)

해외시장진출

   - 해외바이어 초청 : 26개국 125명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 수출계약  : 3,443만불

연도별 참가업체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업수 172개 178개 177개 251개 283개

부스수 569부스 580부스 525부스 668부스 733부스   

문의처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70-4887-2621)

정보찾기 www.Kopp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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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계약 추진 절차 및 협상범위, 그 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43조에 따라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협상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상계약 추진절차

입찰공고→제안요청서 교부→제안서 제출→제안서 

평가→협상우선대상자 선정→협상개시→계약체결

   * e-발주시스템(http://rfp.go.kr)에서 제안요청서 교부 

및 제안서 제출이 가능

협상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가능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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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의해 5일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단, 기간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문의처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042-724-7292) 

정보찾기 www.pps.go.kr →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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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의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용역의 종류와 절차, 심사기준은? 

일반용역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지방)계약
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예
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일반용역의 종류

구  분 용역 예시

학술연구용역
타당성조사연구, 경영분석 " 진단 " 평가, 
사업환경 영향평가 등

시설분야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정보통신용역
소프트웨어사업(ISP수립, SW개발), 정보통
신장비 유지보수 등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오니 등) 소각" 파쇄 "
고형화 " 매립 등

육상운송용역
육상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의 
운송을 대행하는 용역

기 타 용 역
행사 " 홍보 " 방역소독 " 의료서비스 " 교육 "
장의 " 장묘 " 전시장관리"급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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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입찰집행(개찰) → 적격심사자료 요구 → 적격심사서류 
제출(5일 이내) → 적격심사(절대평가, 7일 이내) → 
낙찰자결정(통과점수 이상) → 계약체결

심사기준 (’18년 4월 현재)

(단위: 점수, %)

구 분

추정가격 5억 원 이상
(학술연구 2.1억 원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학술연구 2.1억 원 미만)

신인도
통과
점수

낙찰
하한율수행

능력
입찰
가격 계 수행

능력
입찰
가격 계

학술연구 60 40 100 30 70 100 +6.75~△5.0 85 80.495

시설분야 40 60 100 30 70 100 +4.25~△5.0 85 87.995
정
보
통
신

일 반 40 60 100 30 70 100 +6.75~△5.0 85 80.495

중기간 40 60 100 30 70 100 +6.75~△5.0 88 87.995

폐기물처리 40 60 100 30 70 100 +4.75~△8.0 85 80.495
육
상
운
송

일 반 40 60 100 30 70 100 +6.75~△5.0 85 80.495

중기간 40 60 100 30 70 100 +6.75~△5.0 88 87.995

*시설분야용역의 ‘기술능력’은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의미함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 이외의 모든 항목(신인도 제외)이 만점 
이라는 전제하에 적격심사 통과점수가 되게 하기 위한 최저투찰율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비율)

*학술연구, 정보통신(일반), 폐기물처리, 육상운송용역(일반) : 
추정가격 2.1억 원 미만인 경우 낙찰하한율 84.245% 

문의처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7)

정보찾기
www.pps.go.kr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공고 및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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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받을 수 있는 신인도 
가점 대상과 점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은 적격심사대상
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 배점한도 이내에서 용역 종류에 
따라 최대 4.25점%6.7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인도 가점 대상 및 점수 (’18년 4월 현재)

심 사 항 목 가 점 비  고(확인기관 등)
가족친화인증기업 2.0 여성가족부장관

사회적기업, 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2.0 고용노동부장관,기재부장관,

시 " 군 " 구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하도급거래모범업체 0.5 공정거래위원장

우수물류기업 0.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기업 0.5 고용노동부장관

품질경영우수기업 0.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 " 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1.0 고용노동부장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0.5 고용노동부장관

일 "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1.5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기업 0.25%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고용 우수기업 0.75%1.25 시설분야용역은 적용 제외
소기업 " 소상공인, 혁신형 
중소기업 1.0~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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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감점 대상 및 점수 (’18년 4월 현재)

심 사 항 목 감 점 비  고
납품지연(지체상금 부과율) 0.25% 2.0

폐기물 부적정 처리(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 1.0% 3.0 폐기물처리용역만 적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하도급법 위반 정도) 2.0

부정당업자 제재(부정당업자 제재기간) 0.5% 2.0

임금체불 사업주 2.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2.0

최저임금위반 2.0

문의처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7)

정보찾기
www.pps.go.kr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공고 및 지침 안내)

심 사 항 목 가 점 비  고(확인기관 등)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2.0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기업 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2.0 고용노동부장관

신규채용우수기업
(소 " 중 " 대기업) 1.0%3.0 시설분야용역은 적용 제외

청년고용 우수기업 0.5%1.0 정보통신용역만 적용

공동수급체 
구성

소기업 "
소상공인 0.5%1.0

공동계약방식 허용 입찰만 해당창업기업 0.75~1.5

지역업체 0.5%1.0

고용형태 

비정규직 
사용비중 0.5~2.0 고용형태공시 의무대상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이행

1.5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 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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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 수행 시 ‘퇴직금여
충당금’ 사후 정산 기준은?

1년 미만 근무한 용역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사후정산제’를 시행
하고 있으며, 이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수요기관 예산에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어 있는 

모든 입찰

처리절차 

‘퇴직급여충당금’이 사후정산 대상임을 입찰공고서에 

명시

수요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에 따른 집행 증빙서류 

확인

산출내역서의 집행사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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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의2(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문의처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042-7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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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서비스
등의 국제입찰 범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서비스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행정자
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은 국제
입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을 
제조 " 구매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합니다.

국가,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 등의 국제입찰 범위
(아래 추정가격 이상)

(단위 : 만 SDR)

협정 내역 물품 서비스 건설

개정 WTO
정부조달협정
(‘16.1.14. 발효)
한-EU FTA 

(’09.7.13. 타결, 
’11.7.1. 발효))

중앙정부 13(2.1억 원) 13(2.1억 원) 500(82억 원)

지방정부
(광역/기초)

20/40
(3.3억/6.5억 원)

20/40
(3.3억/6.5억 원) 1,500(245억 원)

공기업 40(6.5억 원) 40(6.5억 원) 1,500(245억 원)

한-칠레 FTA
(‘04.4.1. 발효)

중앙정부 5(0.8억 원) 5(0.8억 원) 500(82억 원)

지방정부 20(3.3억 원) 20(3.3억 원) 1,500(245억 원)

공기업 45(7.4억 원) - 1,500(245억 원)

한-싱가포르
FTA

(‘06.3.2. 발효)

중앙정부 10(1.6억 원) 10(1.6억 원) 500(82억 원)

지방정부 20(3.3억 원) 20(3.3억 원) 1,500(245억 원)

공기업 40(6.5억 원) - 1,500(245억 원)

한-EFTA FTA
(‘06.9.1. 발효) WTO 정부조달협정 개방범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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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SDR : IMF 특별인출권 (Special Drawing Rights), 2년마다 

기획재정부 및 행정자치부에서 SDR 적용 환율을 

산출하여 개방 기준금액을 원화로 고시

 ** 주) 협정발효 후 5년 동안 중앙정부 상품 및 서비스는 5만 

SDR(8천만 원) 적용(’16.8.1.까지)

문의처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042-724-6117)

정보찾기
www.pps.go.kr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공고 및 지침 안내)

협정 내역 물품 서비스 건설

한-페루 FTA**
(‘11.8.1. 발효)

중앙정부 9.5(1.6억 원) 9.5(1.6억 원) 500(82억 원)

지방정부 20(3.3억 원) 20(3.3억 원) 1,500(245억 원)

공기업 40(6.5억 원) - 1,500(245억 원)

한-콜롬비아 
FTA

(‘16.7.15. 발효)

중앙정부 7(1억 원) 7(1억 원) 500(82억 원)

지방정부 20(3.3억 원) 20(3.3억 원) 1,500(245억 원)

공기업 40(6.5억 원) 40(6.5억 원) 1,500(245억 원)

한-미 FTA
(‘12.3.15. 발효)

중앙정부 1억 원 1억 원 500(82억 원)

지방정부, 
공기업 WTO 정부조달협정 개방범위 적용

한-호주 FTA
(‘14.12.12. 

발효)

중앙정부 13(2.1억 원) 13(2.1억 원) 500(82억 원)

지방정부 20(3.3억 원) 20(3.3억 원) 1,500(245억 원)

공기업 45(7.4억 원) - 1,500(245억 원)

한-캐나다 FTA
(‘15.1.1. 발효)

중앙정부 7(1억 원) 7(1억 원) 500(82억 원)

지방정부, 
공기업 미양허

한-뉴질랜드 
FTA

(‘15.12.20. 
발효)

중앙정부 13(2.1억 원) 13(2.1억 원) 500(82억 원)

지방정부, 
공기업 미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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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행"체험 상품을 원하는
학부모, 교사를 위하여 ’15년부터 조달청은 지자
체와 함께 나라장터에 지역 여행 상품을 등록
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절차 및 필요한 서류

(나라장터 업체등록) 범용공인인증서 발급, 지자체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참가자격 신청 후 참가자격 

확인용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물품 식별번호 신청) 계약하고자하는 물품(용역)에 

대해 조달청 물품목록과로 식별번호 신청(구매결의 

전까지 식별번호 부여받아야 하며 과업내용의 확정을 

위해 과업설명서 작성 필요)

(계약요청) 수량 및 금액, 계약방법(수의계약), 계약 

기간 등 명기, 과업설명서 첨부하여 공문으로 계약 요청

(가격자료 제출) 사용료 책정에 관한 자료(징수규칙 등)

(계약 체결) 시담 성립후 계약서 초안 받으면 초안에 

명기된 계약번호를 참고하여 홈텍스에서 인지세 납부 

및 계약보증금 납부(또는 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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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서 작성 유의사항

담당자는 현장을 답사하고, 반드시 실행 가능한 여행 

서비스 내용으로 작성

가격 할인이 어려운 대신 해설사 제공, 투어버스 

지원, 유료체험 할인 등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우대 

서비스를 가급적 많이 포함

일반적 사항 : 이용 대상(초"중"고, 성인 등), 단위(인 

또는 식 등), 단가, 이용 최소인원, 이용 가능한 최대인원, 

식사제공 여부, 신청 기한, 취소관련 안내, 준비물, 

집결지, 운영일 및 휴무일 안내

이동관련 사항 : 일정(당일 또는 1박2일 등 소요시간 

및 이동코스) 및 상세 일정표(시간별), 코스별 이동 

교통편 제공 여부(투어버스 운행 등), 해설사 포함 여부

비용 및 보험 가입 : 입장료 포함 여부, 기타 유료체험 

등이 이용 가능한 경우 종류 및 금액, 안전관련 보험료 

포함 여부(여행자보험가입 등),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금액 등

문의처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042-7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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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여행상품은?

지역 여행 " 체험상품은 각 지자체 "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개발되고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서비스몰을
참조하거나 조달청 서비스계약과에 문의해 
주세요.

자자체 여행상품

여행 상품명 여행 상품명

경기 파주 DMZ 안보관광(3땅굴)

전북

군산 역사문화탐방

부산
기장 생태문화관광 체험학습 남원에서 즐기는 여행

BUTI부산시티투어 탑승체험 익산문화알림이 시티투어

인천
강화 자전거 타고 떠나는 고려궁
역사탐방

충남

유네스코유산과 함께 흥미진진 
공감여행

인천 동구의 근대문화길을 탐방 서천 금강하구 생태학습

대구 대구 중구 근대로의 여행 청양 힐링체험 여행

대전 대전 중구 ‘효문화체험’ 충북 영동 국악체험촌

강원

삼척 신나는 과학 여행 경남 남해 보물섬 남해여행

영양 오지문화탐방

경북

성주 별고을 시간여행

철원 DMZ 안보 투어 영천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체험

전남
콩닥콩닥 설렘화순 청도 추억의 시간여행

해남 시티투어누비고 계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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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스테이 체험상품 : 금선사, 심원사 (2개) 

자연생태 체험상품 :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 국립횡성숲
체원, 국립산리치유원, 국립자연
휴양림관리소 (4개)

문의처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042-7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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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종류와 계약방법은?

건설기술용역 종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측량포함) "설계(건축설계 

제외) " 설계

  -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와 시설물의 검사"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기타 

  - 건축사법 제2조제3호 " 4호에 의한 설계 "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 4호에 의한 설계 "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 9호에 의한 설계"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감리 "하자보수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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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 및 계약방법

용역규모

(추정가격기준)

국제입찰여부 지역
제한 
여부

입찰 계약방법국가
기관

자치단체

3.2억 이상 국제

국제
(특별,광역시,도) 전국

대상 PQ + 적격심사
국내 

(기초,세종,울산)

2.1억~3.2억 국제 국내 전국
대상 PQ + 적격심사

2.1억 미만 국내 국내 지역
제한 적격심사

0.5억 이하 국내 국내 지역
제한 수의계약(나라장터)

0.2억 이하 국내 국내 지역
제한

수의계약
(수요기관추천가능)

문의처 조달청 건설용역과 (042-724-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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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공모방식의 종류 및 추진 절차?

건축설계공모는 일반, 2단계, 제안공모로 구분되며,
발주기관에서 해당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방식을 정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방식의 종류

고시금액 이상 건축설계에 적용되는 설계공모방식은 

일반공모, 2단계공모, 제안공모로 구분됨

구분 적  용  대  상

일반공모 -

2단계
공모

1. 당해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공모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디자인 우수성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에 공고된 공고서의 일정에 따라 

대표업체 참가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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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안 제출기한에 맞춰 작성한 공모안을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설계공모 심사

설계공모 심사는 공모안 접수 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심사 종료 후 

심사결과는 7일 이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공개

심사결과에 따라 당선작은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기타 입상작은 수요기관에서 설계보상비를 

지급

중소 설계업체 참여

제안공모방식은 과제에 대한 제안과 수행계획을 중심 

으로 평가하고, 일반공모에 비해 제출물 및 공모안 

작성에 대한 부담이 적어 중소 설계업체가 쉽게 참여

문의처 조달청 건설용역과 (042-724-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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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입찰참여시 적용되는 우대 
정책은?

조달청은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찰 장벽을 낮추기 위해 참가자격, 적격
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에서 각종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기술용역 육성 정책 (참가자격,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1억 원) 미만 용역은 결과물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해당 광역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공사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 
업체참여도(3점)를 평가하여 대규모 용역기업과 지역 
중소용역기업 간 활발한 공동도급을 유도

여성기업 우대 (적격 심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여성기업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건축설계는 1억 원 미만) 용역의 
적격심사 시 존속기간에 따라 최대 0.5점의 가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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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우대 정책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재정상태 

건실도’에 대하여 추정가격 5억 원 미만인 용역은 

기업신용등급이 BBB0 이상(5억 원 이상은 A- 이상)일 

경우 만점을 획득

고시금액 미만 건축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일정규모(당해용역 추정가격의 

30%) 이상인 경우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인정

문의처 조달청 건설용역과 (042-724-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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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적격심사 배점기준과 신규업체
경영상태 평가 기준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배점기준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중 고시금액 미만 용역에 
참여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하여 경영상태
평가 시 만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배점기준                             

 

심사분야
10억 이상 10억~5억 5억~고시금액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당해용역
수행능력*

70 65 50 45 30 35

지역참여도 - 3 - 3 - 3

경영상태 - 2 - 2 - 2

입찰가격 30 30 50 50 70 60

합계(점수) 100 100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 고시금액 이상은 사업수행능력평가 

(PQ)점수를 환산 적용. 고시금액 미만은 경영상태, 

특별신인도 평가점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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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업체 경영상태 심사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 

원 미만)인 용역의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최근 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따라 평가

다만, 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용역에 참여하는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기업은 경영상태 평가 시 

배점한도(10점)를 부여

문의처 조달청 건설용역과 (042-724-7578)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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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종류는?

조달청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
사(종합ㆍ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집행 시설공사 

(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ㆍ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5개

(전문공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

   -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기계설비공사, 도장공사, 석공사 

등 29개

(전기공사)  전기설비,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 

표지 등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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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

(소방시설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를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공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기타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공사)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석면해체제거업 등 

문의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38, 7346)

WebSite
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집행기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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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제도란 무엇
인가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란 입찰에 참여하
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경영상태ㆍ시공
경험ㆍ기술능력ㆍ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공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공사, 200억 원 이상 고난도 공사*

   *교량, 터널, 항만, 지하철, 공항, 쓰레기소각로, 폐수ㆍ

하수처리장,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경영상태부문)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공사이행능력 부문)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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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공사규모별 적격 요건을 

제시

   * 추정가격이 1,500억 원 이상인 공사 : 회사채(BBB-), 

기업어음(A3-), 기업신용평가등급(BBB-)

공사이행능력 평가

시공경험, 기술능력평가, 시공평가결과,  지역ㆍ중소

기업 참여도, 신인도 등을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시공경험 40~45점 동일종류의 공사실적, 업종실적 등

기술능력평가 41~45점
기술자보유현황, 신기술개발, 준공기한 
경과정도, 기술개발 투자비율 등

시공평가결과 6~10점 시공평가결과 점수

지역ㆍ
중소기업 
참여도

5점, 4점 지역업체 참여 비율, 중소업체 참여 비율

신인도 +5~!10
시공성실성, 하도급, 건설제재처분, 
녹색기술, 고용개선 등

문의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405)

WebSite 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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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에서 PQ심사제도와 적격심사제도는
무슨 관계죠?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하는 제도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PQ심사)
이고, 300억 원 이하 공사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가 적격심사입니다.

대상공사

(PQ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일괄ㆍ대안ㆍ 

기술제안입찰공사, 200억 원 이상 고난도 공사*

   *교량, 터널, 항만, 지하철, 공항, 쓰레기소각로, 폐수ㆍ

하수처리장,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적격심사) 300억 원 미만 공사

적격자 선정

(PQ심사)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에 

대한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경영상태부문) 기준 등급 이상인 경우, 

(공사이행능력 부문) 종합평점 90점 이상인 자 → 

적격자는 종합심사,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공사에서 

참여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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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공사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점수의 

합산이 92점 이상인 자(100억 원 미만은 95점 이상)

   - 낙찰하한율 직상 1순위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

평가항목

(PQ심사)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

(적격심사) 입찰가격,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평가

구분 PQ 심사 적격심사

평

가

항

목

경영상태(기준 등급 이상 유무)

시공경험(40~45점)

기술능력평가(41~45점)

시공평가결과(6~10점)

지역ㆍ중소기업 참여도(5, 4점)

신인도(가ㆍ감점)

입찰가격(30~90점), 시공경험(5~15점)

기술능력(0~12점), 시공평가결과(0~2점)

경영상태(5~15점)

자재 및 인력조달(0~16점)

하도급관리계획(0~14점)

신인도(가ㆍ감점)

문의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38, 7405)

WebSite 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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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와 종합평가낙찰제의 차이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은 ‘종합심사
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종합평가낙찰제’(이하 종평제)를 적용합니다.

평가단계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PQ심사, 적격성심사)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종합심사 또는 종합평가를 실시

   * (종심제) 입찰참가자격심사(PQ심사) → 종합심사, 

(종평제) 적격성심사 → 종합평가

낙찰자 선정

(종심제) 입찰가격(50점)+공사수행능력(50점)+계약

신뢰도(감점)를 합산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종평제) 입찰가격(35~50점)+기술이행능력(50~65점)+

수행능력상 결격여부(감정)를 합산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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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가격평가

   - (종심제/일반) 입찰금액, 단가심사, 하도급계획,

(종심제/고난도) 입찰금액, 하도급계획, 물량심사, 

시공계획심사

   - (종평제) 입찰금액, 단가심사

수행능력평가 : 시공실적, 기술능력, 사회적신인도 등을 

평가

구분 종심제 종평제

공사

수행

시공실적(15점), 전문성

비중(5~7점), 배치기술자

(10~11점), 시공평가점수

(15점), 규모별 시공역량

(0~3점), 공동수급체 구성

(2점)

동일실적경과(10점), 

기술능력(40점), 

시공품질평가(10점), 

하도급적정성(10점)

사회적
책임
(가점)

건설인력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기여도

건설인력고용, 상호협력, 

재해율, 지역업체참여도

문의처 조달청 토목환경과 (042-724-7085)

WebSite www.pps.go.kr



71

160 || Public Procurement Service

실적제한공사의 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방법은?

실적제한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현재 발주하려
는 공사와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 공사의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규모(양)으로 제한됩니다.

실적제한공사 입찰참가자격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대상)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제한기준) 공사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이내

   - 조달청은 실적경쟁 입찰 대상의 규모(양) 또는 

추정금액의 1/3 적용 원칙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준공된 

1건의 공사실적 이상 보유한 자



PPS Guidebook

| 161

적격심사 시공실적 평가방법

(실적제한 경쟁입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 평가기준규모 : 당해시공실적 대상공사(종)의 단위 

구조물에 대한 규모

   - 실적인정규모 :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

   ☞ 평가기준규모와 실적인정규모는 입찰공고문에 명시

문의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53)

WebSite
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집행기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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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적격심사는 무엇인가요?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공사규모별 배점기준
(금액기준 : 추정가격)

심 사 분 야 300-200억
P..Q 300-100억 100-50억 50-10억 10-3억 3-2억 2억미만

당

해

공

사

수

행

능

력

시공경험 12 12 15 15 10 5 -

기술능력 12 12 - - - - -

시공평가결과 2 2 - - - - -

경영상태 14 14 15 15 10 5 10

신 인 도 (±1.2) (±1.2) (±0.9) - - - -

수행능력 40 40 30 30 20 10 10

하도급관리
계획의적정성 14 14 10 - - - -

자재 인력 
조달가격적정성 16 16 10 - - - -

소   계 30 30 20 - - - -

입 찰 가 격 30 30 50 70 80 90 9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적격통과점수 92 점 9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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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산식

공사규모별
(추정가격) 평가 산식 낙찰하한율(%)

(난이도계수 1)

300억 원미만 ~ 
100억 원이상

3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79.995

100억 원미만 ~
50억 원이상

50-2×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85.495

50억 원미만 ~
10억 원이상

70-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86.745

10억 원미만 ~ 
3억 원이상

80-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87.745

3억 원미만 ~ 
2억 원이상

90-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87.745

2억 원미만 90-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87.745

 

문의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38, 7346)

WebSite
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집행기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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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별 낙찰하한율은?

적용 대상공사

추정가격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에서 

공사규모별로 적정한 입찰가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낙찰하한율을 적용

산출기준

수행능력 등 입찰가격을 제외한 평가 분야에서 만점을 

받는 경우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최저투찰률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에서 난이도계수 적용에 따라 

만점에 부족한 점수만큼 낙찰하한율이 상승

공사규모별
낙찰
하한율
(%)

난이도
계수

적격
통과
점수

입찰가격 평가산식

300억 원미만%
100억 원이상

79.995 1

92점 3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80.795 0.95

81.595 0.9

82.395 0.85

83.195 0.8

100억 원미만%
50억 원이상

85.495 1

95점 50-2×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85.745 0.95

85.99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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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38, 7346)

WebSite
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집행기준’ 검색)

공사규모별
낙찰
하한율
(%)

난이도
계수

적격
통과
점수

입찰가격 평가산식

86.245 0.85

86.495 0.8

50억 원미만%
10억 원이상

(전문, 전기, 통신,
소방 3억이상)

86.745 - 95점 70-4×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10억 원미만%
3억 원이상 87.745 - 95점 80-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3억 원미만%
2억 원이상

(전기, 통신, 소방 
8천만원이상, 

전문은 1억 원 이상)

87.745 - 95점 90-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2억 원 미만
(전기, 통신, 소방 
8천만원미만, 

전문은 1억 원 미만)

87.745 - 95점 90-20× (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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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유자격자명부란 무엇인가요?

건설업자(토목건축ㆍ토목ㆍ건축공사업자)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발주공사(토목ㆍ건축공사)도 규모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발주공사 규모에 해당하는
등급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대ㆍ중소업체간 입찰기회의 균등보장 및 업체
능력에 상응하는 공사수주를 위하여 운용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80억 원 이상인 자

적용 대상공사

추정가격 80억 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적용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 공고 제2017-123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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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미만 ∼이상)

등
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6000억 원 이상 1700억 원 이상 1200억 원 이상

2 6000억 원∼1200억 원 1700억 원∼950억 원 1200억 원∼950억 원

3 1200억 원∼600억 원 950억 원∼550억 원 950억 원∼550억 원

4 600억 원∼330억 원 550억 원∼400억 원 550억 원∼400억 원

5 330억 원∼200억 원 400억 원∼220억 원 400억 원∼220억 원

6 200억 원∼120억 원 220억 원∼140억 원 220억 원∼130억 원

7 120억 원∼80억 원 140억 원∼80억 원 130억 원∼80억 원

문의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38, 7346)

WebSite
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집행기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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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개념과 
차이점은 ?

(일괄입찰)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 

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대안입찰)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대안 :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ㆍ신기술ㆍ 

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

   ** 원안입찰 : 발주기관이 작성한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기술제안입찰)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 중 상징성ㆍ기념성ㆍ 

예술성 등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공사에 적용하기 위하여 도입(’07.10월)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기술제안서 : 입찰자가 발주기관의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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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분야별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설계
주체

- 입찰자가 설계서 작성 
제출

- 발주기관이 설계서 
(원안) 작성 제시

- 입찰자가 대안설계 
제시 가능

- 발주기관이 기본설계서 
작성 제시

-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작성 

-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서 
작성 제시

- 입찰자가 기술제안서 
작성

예정가격 
작성

- 작성하지 않음
- 원안설계를 기준으로 
예가 작성

- 작성하지 않음
-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예가 작성

낙찰자
결정
방법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입찰가격조정방식
- 설계점수조정방식
- 가중치기준방식
-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입찰가격조정방식
- 설계점수조정방식
- 가중치기준방식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입찰가격조정방식
- 설계점수조정방식
- 가중치기준방식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 입찰가격조정방식
- 설계점수조정방식
- 가중치기준방식

문의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38, 7346)

WebSite
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집행기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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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제비율이란 무엇인가요?

공사는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직접
공사비와 비목별로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됩니다.
‘원가계산 제비율’이란 공사원가계산 시 해당 
비목별로 적용하는 법정고시율 및 조달청 산정
요율을 말합니다.

공사원가계산의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 
기준

공사원가의 구성 체계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산정목적) 정부시설공사 원가계산의 합리성 제고 및 
적정공사비 산정

제비율 적용 비목 구분 

   - (법정 고시 비목)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의한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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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

   - (조달청 산정 비목)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조달청이 

산정한 요율 적용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 

보증서발급수수료

(산정방법) 대한건설협회(건설업 경영분석, 완성공사 

원가통계),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보험개발원(보험 

요율)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산정

(발표시기 및 게시장소) 매년 3월~4월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제비율 적용기준

문의처
조달청 토목환경과 (042-724-7383), 
조달청 건축설비과 (042-724-7408)

WebSite 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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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서비스 제도에서 관급자재 선정 
절차는?

맞춤형서비스로 진행되는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선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
재 선정 운영기준 (조달청 훈령)에 따라 구분된
자재를 대상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회 의결
에 따라 선정합니다.

관급자재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 중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에게 공급하는 
자재로서, 중소기업청 고시품목*과 일반품목**으로 
구분

   * 고시품목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품목의 추정가격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관급자재로 분류하는 품목

   ** 일반품목이란 고시품목은 아니지만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관급자재로 
분류하는 품목

   *** 분리대상규모 : (종합공사) 공사예정가격이 40억 원 
이상인 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공사예정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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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선정 심의란?

관급자재로 분류된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이하 “운영기준” 

이라 함)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하여 발주방법과 특정 

규격 제품에 대한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

관급자재 선정 절차

중간
설계
초기

대상품목 
선정 및 
설계적합
여부 검토

선정심의 선정결과 
공개

실시
설계 
반영

설계자 설계자 조달청 조달청 설계자

관급자재 선정 방법

특정규격 : 수요기관에서 우수조달물품이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추천한 경우(또는 추천이 없는 

경우), 관할구역 생산 우수조달물품이 있는 경우(또는 

없는 경우) 등을 구분하여 운영기준에 따라 특정 

규격으로 선정

일반규격 : 특정규격으로 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결정

문의처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042-724-7424)

WebSite 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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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절차는?

계약체결일(직전조정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
하고 계약금액 3%이상 증감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
금액을 조정합니다.

지수조정률 산출방법

비목군 편성 : 계약금액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비목별로(A~Z) 

분류

계수의 산정 : 각 비목군(A ~ Z)에 해당하는 산출 

내역서상의 금액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a ~ z)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임.

지수의 산정 :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

   *기준시점의 지수(A0, B0, C0, ...Z0), 비교시점의 

지수(A1, B1, C1, ...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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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조정률(K) 산정 

   - 지수조정률 K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

  * 단, z = 1 - (a+b+c+d+e+f+g+h ---) 

조정금액의 산정

지수조정률이 산정되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적용 

대가)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선금지급분을 공제한 후 이를 계약금액에 가감하면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

문의처 조달청 예산사업관리과 (042-724-7239)

WebSite 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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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책정 시 ‘시장시공가격’은 무엇인지요?

‘시장시공가격’은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단위당 공사비로서 공사
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에서 가격 조사 후 예정가격 작성 시 활용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조사 대상 및 방법

공사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와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 간 격차가 

크다고 인정되는 품목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가격조사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의 공표가격, 견적서, 

도급계약서 등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통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시장시공가격 조사품목, ’18년(상)
(단위 : 품목)

공종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퉁신 합계

품목 540 91 160 72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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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결정 절차 및 검증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은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훈령 제1772호) 에 따라 시설자재 

가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최종 결정됨

   - 공종별 분과심의원회 심의(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1차) →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종합 심의 

(2차)

   * ((위원회 구성) 조달청 외 기타 정부기관(2개), 교육청 

(1개), 대학교(1개), 공공기관(2개), 건설관련협회(6개), 

연구기관(3개) 총 16개 기관 참여(분과 : 공종별 각7인, 

종합심의 : 13인)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은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www.g2b.go.kr)에 게재하고 피드백(Feed-Back) 

시스템을 통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음

문의처 조달청 건축설비과 (042-724-7390)

WebSite www.pps.go.kr (조달청소개 → 조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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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혜택은 무엇
인가요?

1. 여성기업 지원현황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지원현황

시설공사 소액 수의계약 체결(’16.7.1. 시행)

   - ‘5천만원 이하’는 수요기관이 추천하는 지역(여성ㆍ 

장애인) 기업과 수의계약 체결, ‘5천만원 초과’는 

지역(여성ㆍ장애인)기업 또는 지역(여성ㆍ장애인ㆍ중소) 

기업 대상 견적경쟁을 통해 계약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의 시공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토목, 건축공사 및 10억 원 

미만 기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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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사회적기업의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지원현황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공사 적격심사 시 적용

문의처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338, 7346)

WebSite
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집행기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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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시행 중인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사업은 크게 6가지
(①해외 전시회 참가, ②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파견, ③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및 입찰지원사업,
④바이어초청 상담회, ⑤설명회 개최 및 해외
조달시장 정보제공, ⑥온라인 홍보)가 있습니다.

해외 전시회

(단체전시회) 약 5~7개 기업이 단체로 참가하여 한국  
업홍보관을 구성하고 우수조달기업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 ’18년 기준 해외전시회 4회 참가예정(인도네시아, 싱가폴, 
미국, 두바이)

(개별전시회) G-PASS기업 대상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 
경비 중 부스비 임차료 및 운송비 등 경비의 일부 지원

   * ’18년 기준 부스비 500만 원, 운송비 1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파견

수출 유망국가에 민관협력 파견단을 구성하여 현지  

이어와 수출상담회를 갖는 등 우수조달기업 수출 지원

   * ’18년 1차 : 일본/중국,  2차 : 미얀마/캄보디아,  3차 
: 러시아 파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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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및 입찰지원사업

(수출전략기업 육성) 우수조달기업과 해외 현지기업간 
1:1매칭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

(입찰지원사업) GSA MAS 등록, 미연방 및 UN조달 
제안서 작성 등 전문 수행사를 통한 해외입찰 참여 지원

바이어 초청 국내 상담회

매년 KOPPEX*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 등 2회 개최되며 해외바이어와의 1:1 상담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기회 부여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Korea Public Procurement 
Expo), ’18년 4.25.~4.27.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설명회 개최 및 해외조달시장 정보 제공

해외 주요 국가의 조달시장 설명회를 상시 개설하여 
국가별 조달시장의 특성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 ’18년의 경우 교육(무역실무) 2회, 수출설명회 6회, 
상담회 2회 실시 예정

글로벌 조달장터(ITC Procurement Map)를 운영하여 
전세계 190여개국 정부의 입낙찰 공고 및 조달제도 
정보 등을 제공

온라인 홍보

해외 조달기관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매월 
G-PASS기업 홍보웹진 발행

글로벌코리아마켓(www.globalkoreamarket.go.kr)을 
통해 상시 홍보 및 관심 바이어 정보 제공

문 의 처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042-724-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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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SS기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정받을 수
있나요?

G-PASS기업이란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및 새싹기업을 ’해
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② 새싹기업, 정부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신청 절차

신청기간 : 연중 상시(분기 1회 지정 예정)

(필수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최근 3년 내 수요기관 납품실적 
증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나 중견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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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노력 관련 증빙자료, 

최근 3년간 수출실적 증빙자료, 국내외 인증 증빙자료, 

국제 산업재산권 증빙자료, 해외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

심사 절차

신청자격 
등 검토

장실
태조사 

1차심사

해외조달시장 진출 
노력, 수출실 , 

시장 진출 역량 
등 평가 

2차심사

G-PASS기업
으로서의 합성 

평가(조달청 
계약심사 의회)

신청서 작성 시 주요 문의사항

거점국가는 무엇인가요?

   ⇒ G-PASS기업들에게 각종 정보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대상이 되는 14개 국가*

   * UN, 미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UAE, 

터키, 사우디, 인도, 미얀마, 우즈벡, 호주, ODA

수출실적이 없는데 G-PASS기업 지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수출실적이나 기술인증 등은 G-PASS기업 지정 시 

평가점수를 높게 받는데 유리하나 수출실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문의처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042-724-6486)

정보찾기

www.pps.go.kr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청뉴스 → 공지사항 → 
검색창에 ‘G-PASS’ 입력 → ‘2018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선정계획 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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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시회 참가기업 모집과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요?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사업개요 :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유망 및 전문품목 국제 전시회에 G-PASS기업의 한국관 

참가를 지원 

모집계획 : ’18년은 인도네시아, 싱가폴, 미국, 두바이 

해외전시회 등 4회 참가예정

신청자격 :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 기업)

신청방법 : 참여전시회별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신청. 

모집공고는 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 

gpass/) → ‘사업신청’ → ‘해외전시회’에서 확인

선정기준 : 수출실적, 전시관 물품 적합도, 해외조달시장 

진출계획 등을 포함한 심사서상 기준에 따라 결정

지원내용 : 선정된 기업에 1개 부스(9sqm) 임차료의 

70%, 전시물품 편도 운송비의 70%(100만 원 한도)를 

지원

해외바이어초청 상담회

사업개요 : 우리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바이어와 1:1 상담회를 통해 홍보 및 수출 확대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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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시기 : ’18년은 2차례* 개최할 예정

   * ①나라장터 엑스포(4월 25∼27), ②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12월 예정)

운영 프로세스

   - 해외바이어 관련 사항

국내 초청 상담 진행 상담 종료

-구매력 있는 해외 
바이어 섭외

- 매칭 일정별 상담 진행

-관심기업 현장방문 상담 
진행

- 상담실적표 작성 

- 만족도 설문 작성

   - 국내참가사 관련 사항

상담 신청 접수 상담 진행 상담 종료

 - 참석 확인

 - 매칭일정 확인 

 - 매칭 일정별 상담 진행

 - 바이어와 일정 합의 시 
현장방문 상담 진행

 - 만족도 설문 작성

문의처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042-724-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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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과 입찰지원사업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요?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

사업개요 : 해외마케팅 전문기업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여 수출역량이 높은 우수 조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

사업기간 : <1차 확정> 2018년 12월 31일까지

<2차 예정>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규모(’18년) : 총 3억 원(10개사 선정예정)

신청자격 : G-PASS지정기업 또는 새싹기업

지원내용 : 해외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수행 비용 

지원*

   *국고지원(70%) + 기업부담(30%),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한도내

선정절차

모집
공고

1차평가 매칭평가 2차평가

신청서류
검토

3배수 이내의 
후보기업을
선정 

사업수행사
에서 국내 
후보기업과 
해외기업간 
평가

매칭평가 
결과와 
수출역량, 
시장진출전략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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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사업

사업개요 : 해외입찰 전문기업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여 국내기업의 미국 다수공급자계약(GSA MAS) 

등록과 미연방 및 UN조달제안서 작성을 지원

사업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원규모(’18년) : 총 1.26억 원(15개사*)

   * GSA MAS 등록 10개사 + 조달 제안서 작성 지원 

5개사(1개 기업당 2건 지원)

신청자격 : G-PASS지정기업 또는 새싹기업

지원내용 : 해외정부조달 입찰활동에 필요한 사업수행 

대금지원

   *국고지원(60%) + 기업부담(40%), 기업당 990만 원 

(등록대행), 270만 원(제안서) 한도내

선정절차 :  ①공개모집 → ②내외부위원 평가 실시 

(15개 기업 선정) → ③선정된 기업에 사업 참가 안내

문의처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042-724-6486)

정보찾기

www.pps.go.kr

(공지사항 →해외조달시장 수출 전략기업 육성 

시범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공지사항 → 2018년 해외정부조달 입찰지원 

대행업무 위탁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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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 정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해외 조달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역실무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중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조달시장동향
및 입찰정보, G-PASS기업의 상품 홍보, 바이어
와의 구매상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

해외조달시장 설명회 및 교육

사업개요 : 국내외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설명회 및 교육 

등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 

참여방법 : 교육시기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참가신청 

(참가비 무료)

2018년 세부계획

시기 과정명 시기 과정명

1월 7월 (설명회) 해외전시마케팅 성공전략 

2월 (교육) 무역실무Ⅰ 8월

3월 (설명회) 수출보험제도 안내 및 활용방안 9월 (설명회) ITC Procurement Map 활용방안

4월 (설명회) 해외조달시장 진출방안 10월 (설명회) 해외조달시장 진출 성공사례 멘토링

5월 (설명회) 수출지원정책 합동설명회
          (조달청 + 코트라) 11월

6월 (교육) 무역실무Ⅱ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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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달시장진출지원시스템

구성 : 국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조달정보센터와 

해외사용자를 위해 영문으로 구성된 글로벌코리아 

마켓으로 구성

활용

   - (글로벌 마케팅 창구 제공) G-PASS기업은 해외조달 

정보센터에 기업 및 물품정보를 등록하면 글로벌 

코리아마켓으로 자동으로 연동되어 해외사용자에게 

자사제품을 홍보할 수 있음.

   - (홍보 웹진 발행) 해외 수요기관 및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매월 G-PASS기업 홍보웹진을 글로벌코리아 

마켓을 통해 발송 중임.

 

문의처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042-724-6442)

정보찾기
www.pps.go.kr/gpass(해외조달정보센터)
www.globalkoreamarket.go.kr(글로벌코리아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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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 원자재를 구매(대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한 후 조달청이 비축물
자에 대한 판매 공고를 하면 관할 지방조달청에 
구매 품목의 배정을 요청함으로써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 

비축물자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동 단체로서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나라장터(www.g2b.go.kr)’에 등록한 후 시스템을 
통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신청

   *지정공인인증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등록 유효기한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이며, 유효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 필요

비축물자 방출절차

배정신청 → 비축물자 배정 → 납입고지서 발급 → 
대금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 → 배정통지서 발급 → 
비축물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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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정 신청은 인터넷(나라장터: www.g2b.go.kr) 또는 

해당지방청 자재구매과

대금결제 조건은 현금 또는 외상이 가능하며 외상결제 

시 후불판매에 따른 대금지급보증서 제출하여야 함

   *외상기간 : 배정통지서 발급 익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업체요청시 6개월 연장 가능

   *외상이자율 : 중소기업 연 2.0%, 중견기업 연 2.0~ 

2.5%, 대기업 4%

   *연장이자율 : 연장 승인한 경우 연 5%, 연체한 경우 

16% 

비축물자 대여제도

조달청이 비축중인 원자재를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대여한 후 만기 도래 시 현물 또는 현금 

으로 상환하는 제도

대여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3개월 범위 내에서 

재계약 가능

대여금액은 조달청이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일일판매 

가격으로 결정하며, 대여이자율은 외상이자율과 동일

문의처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042-724-7204)

정보찾기
정보찾기 : www.pps.go.kr
(조달청 → 비축물자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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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가격 등 원자재 관련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조달청은 비축물자 웹사이트(http://www.pps.
go.kr/bichuk)를 통해 비축업무 개요를 비롯해
비철금속 및 희소금속의 가격동향 등 국제 원자재
시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축물자 웹사이트 소개

비축물자 웹사이트 홈 화면

 

비축사업의 목적, 비축대상물자 고시, 대금결제 조건, 

비축시설에 대한 정보등을 볼 수 있는 ‘비축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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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 및 희소금속의 일일국제가격, 조달청 원자재 

판매가격, 주간시장동향 등을 볼 수 있는 ‘국제원자재 

시장동향’ 

비축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 

공지사항, 경제용어해설, 관련 사이트 등을 볼 수 있는 

‘뉴스센터’ 등으로 구성

문의처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042-724-7204)

정보찾기
www.pps.go.kr
(조달청 → 비축물자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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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계약은 무엇인가요?

프리미엄(Premium : 운반비, 보험료, 이윤, 기타
비용)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가격은
가격지정기간 내에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에서 고시되는 공식가격
(LME official price)으로 확정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비축물자 구매 방법

원자재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들(종합상사, 오퍼상 

등)이 참여하는 국제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구매

일반경쟁계약에는 구매계약 당시 수량과 단가를 

확정시키는 “확정계약방식”과 계약당시에는 수량과 

프리미엄만을 정하고 단가는 추후에 결정하는 “프리미엄 

계약” 방식이 있음

   * 일정시간을 갖고 가격을 보다 유리하게 지정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위험분산 효과가 있으며 수요업체에 

안정적으로 원자재 공급이 가능한 프리미엄계약 방식을 

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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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가격변동이 극심한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 시행

프리미엄 계약 절차

입찰공고 → 입찰(입찰보증금) → 개찰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계약보증금) → 가격지정(일반경쟁계약 

방법에 가격지정 단계 추가)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대상자(신용거래 불량자,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이외에는 

조달청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계약보증금 :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적립

   *가격지정 : 가격지정 기간(개찰일 ~ 선적기한까지)에 

원자재가격 변동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격지정 후 

계약업체에 통보

문의처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042-724-7204)

정보찾기
www.pps.go.kr
(조달청 → 비축물자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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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비축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
할 수 있나요?

비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이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기지에 보관 관리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사업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조달청과 해당기업이 협약을 체결
하게 됩니다.

민관공동비축사업의 필요성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나, 재원상의 한계로 정부 단독으로 

충분한 비축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

반면, 민간의 경우 비축시설 관리비용, 재고비용 등 

기회비용이 커서 자체적인 원자재 비축에 소극적

정부 비축을 보완하고 국내 보유 원자재 실물 확대를 

위해 민간 자금으로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 

기지에 비축하는 민관공동비축사업이 필요

사업참여 절차

참여대상은 국내외의 원자재 공급 또는 생산업체, 

수요업체 등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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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려는 자는 비축사업신청서와 비축품목, 비축기간 

및 비축물량 등을 담은 비축사업계획서를 조달청 

(원자재비축과)에 제출

조달청은 제출 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사업수행에 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을 민관공동비축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로 승인

승인받은 민간 사업자는 조달청과 비축사업의 범위

방법, 비축물자의 우선매각 대상 물량 및 매각가격

조건 등을 포함하는 민관공동비축협약을 체결

참여기업에 대한 혜택

저렴한 비축시설 사용료와 장기 비축 가능 

   *사용료 및 창고보관료 기준(1톤 1일 보관 시) 74원 

이내, 출고상차비(1톤 기준) 3,267원 내외 

   *대부분의 민간창고는 1개월 이상 보관하는 것을 

기피(민간창고는 창고 입출고 시 수익을 선호)

부산비축기지 특허보세구역 이용 가능

비축시설 사용료의 감면

   *공공목적(원자재 파동시 조달청 우선구매 허용)에 대한 

협조 정도에 따라 비축기지 사용료와 비축물자 보관 

관리비를 최대 30% 감면

문의처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042-724-7204)

정보찾기
www.pps.go.kr
(조달청 → 비축물자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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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와 외자구매는 어떻게 구분 하나요?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물품 
및 용역을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국제입찰을
통하여 구매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자와 외자의 정의

(내자)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조1호 : 

“내자” 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 " 용역 

및 임대차

   *구매 대상물품이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불가능 
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이 가능하더라도 
국산품만으로는 조달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물자국에 이첩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0조2항

(외자)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외국산제품 등”으로 

정의

   * “외자”는 규칙 제5조의 ‘외국산제품 등’으로 조달청 에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말한다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2조1호

   *국내에 재고로 보유 또는 국내에 유통되는 외국산 

물품(소위 Stock 물품)은 외산품이라는 점에서는 

외자에 속하나, 국내에서 공급 가능하므로 내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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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 국제입찰과의 차이점

구  분 내자 국제입찰 외     자

국제입찰
실시사유

정부조달협정
개방대상 물자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
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제입찰에 의하는 것
이 당해 계약의 목적 성질상 효
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서류 가격입찰서 위주
가격입찰서 " 규격입찰서 이외에 
공급자증명서, 세부견적서 등 제
품공급에 관한 증빙자료

예정가격 작성
미작성(특정조달 국가계약법시
행령특례규정 제6조)

영문
규격서

없음
(요약공고만 영문 제공)

국외 입찰자 및 공급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 규격서 공고

입찰서 사용 
언어

한글
영어(한글 병용, 상충시 한글 
우선)

규격입찰서 
검토

없음
(협상계약 등은 예외)

수요기관에서 규격입찰서 검토

문의처 조달청 외자구매과 (070-4056-7330)

정보찾기
www.pps.go.kr 
(업무안내 → 외자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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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입찰에 적용되는 법규와 규정은 무엇이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외자 입찰 시 적용되는 주요 법규로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외자 입찰유의서, 외자계약일반
조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 인코텀즈
2010 등이 있으며,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외자입찰은 국제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은 따로 제정(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을 우선 적용하며 특례규정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

외자 입찰유의서(Instructions To Bidders : ITB)

외자 입찰의 기준이 되는 법규로 입찰 서류의 작성부터 
개찰, 낙찰자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까지 조달청이 
실시하는 외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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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일반유의서, 특별유의서(2종), 추가특수조건 등 
4종을 ‘외자입찰유의서(ITB)’로 통합하여 전면개정 
(’16.3.14) 시행중(’16.4월 입찰공고분부터)

외자 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 GP)

계약보증금, 수량변경, 납품규격 및 검사, 포장방법, 
대금결제, 선적 및 운송, 계약해지, 분쟁해결 절차, 
유권해석 등에 관해 정의

   *계약상의 내용이 상반될 경우 우선순위 정립
(입찰서류 또는 견적서>입찰공고서>입찰유의서>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외자구매업무처리규정

외국산 제품 등의 구매와 공급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기준으로서 조달청 계약담당 공무원의 외자 업무처리 
시 기준이 되는 규정(조달청 훈령)

   *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을 준용

인코텀즈(Incoterms) 2010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정한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무와 
위험범위, 비용부담 등에 관한 기준

문의처 조달청 외자구매과 (042-724-7330)

정보찾기
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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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는 무엇인가요?

조달업체의 품질경영ㆍ공정관리ㆍ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
하고 지정된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절차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 자료→품질관리)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품명, 심사기준 및 일정 

공고 를 매년 공고하며, 이에 따라 연 3회 심사 및 

지정

절차 및 혜택

(절차) 지정(품명)기준 공고 → 신청서 제출/접수 → 

신청(자격)심사 → 현장심사 → 지정/등급 결정 → 

지정물품 유지관리 심사(1년 주기) → 재지정 심사 

(유효기간 경과 후 기간연장)

   * 1,000점 배점 : 품질경영시스템(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3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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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 부여, 납품검사 

면제(등급별 상이*),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품질소명  

자료 인정,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G-PASS 기업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국내인증 

으로 인정

   * S등급 : 750점 이상(유효기간 5년), 

A등급 : 700점 이상(유효기간 4년), 

B등급 : 600점 이상(유효기간 3년)

문의처
조달청 조달품질원 품질총괄과
(054-716-8022, 8025, 8031, 8030)

정보찾기
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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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검사제도는 무엇인가요?

조달물품 납품 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납품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요기관 검사공무원이 
실시할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기관 검사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이 자체 실시하던 납품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주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

  *근거 : 조달사업법,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조달청 고시)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검사방법

(대상) 기계류 등 전문성을 요하는 물품의 납품검사 
(1,103개 품명)

   *누적 납품요구금액 (최초) 1억 원 이상, (이후) 60일 
경과 후 3억 원마다

   **물품별로 최초 누적금액 차등화(’14.11.1.이후)  : 
(종전) 1억 원 → (변경) 1%3억 원

   ***품명별 불합격률에 따라 납품검사 빈도 조정(‘17.1.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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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조달요청 접수 → 공고 시 전문기관검사 적용 

명시 → 계약체결/납품요구 → 전문기관 검사

(지정 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등 20개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동물

약품협회,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광기술원, KOTITI시험연구원, 

경기도건설본부, 한국조명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문의처 조달청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054-716-8123)

정보찾기
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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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품질점검 대상은?

조달청은 납품검사와 별도로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현장 또는 납품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국민의 안전ㆍ생명ㆍ보건위생과 관련한 물품,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물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질점검 대상 선정 기준

계약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물품

국민의 안전ㆍ생명보호ㆍ보건위생과 관련한 조달물품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물품

납품검사 및 품질점검에서 불량률이 높거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 및 품질신문고 등에 품질 등과 

관련된 불만사항이 접수된 물품

정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입되는 물품 

이나 조달사업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물품

기타 조달품질원장이 품질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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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점검 면제 가능 기준

점검대상 품명의 시료금액(점검소요 시료량 × 납품 

실적이 가장 많은 규격의 계약단가)이 납품금액의 1% 

이상인 경우

점검계획일 기준 최근 1년간 동일 세부품명으로 점검을 

받은 경우

점검대상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의 전체 납품금액 

대비 당해 업체의 납품금액 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점검계획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에 해당품명으로 

전문기관검사를 받은 경우

점검계획일 이후부터 점검기간 내에 해당품명으로 

전문기관검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품명으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로 선정된 

경우 등

점검현장이 도서지역,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검이 곤란한 경우

문의처
조달청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
(054-716-8079, 8027)

정보찾기
www.pps.go.kr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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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점검 시 시험수수료 부담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시 시험수수료는 조달청이
부담합니다. 다만, 품질점검 결과 규격이 미달되어
재점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업체)가 부담
합니다.

품질점검 시 시험수수료(시험ㆍ분석 비용) 부담

조달물자 품질점검은 현장에서 관능검사를 실시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해당 시료는 전문검사기관 또는 

조달품질원 자체시험실에 시험 의뢰

  - 이때 발생하는 비용 중 시험ㆍ분석 비용(시험수수료)은 

조달청에서 부담하고 제품(시료)제공ㆍ운반비 등은 

업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품질점검 결과 규격이 미달 

되어 재점검하는 경우에는 업체가 시험ㆍ분석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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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조달청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
(054-716-8079, 8027)

정보찾기
www.pps.go.kr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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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 시 조치내용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에는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및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 시 조치내용

조달물자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및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하게 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1회 규격미달

    - 경결함 : 경고

    - 중결함 : 1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3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연속하여 2회 규격미달(두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

    - 경결함 : 1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3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6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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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속하여 3회 규격미달(세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

    - 경결함 : 2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6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12개월 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단,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등)의 검출과 관련 

되는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의4에 따라 처리하며, 중치명결함 여부와 관계 

없이 방출량에 따라 거래정지를 차등 적용

문의처
조달청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
(054-716-8079, 8027)

정보찾기
www.pps.go.kr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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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 시 결함정도 구분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 시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구분은 당해
물품의 관련 KS규격 인증심사기준(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등을 활용하여 구분하고
품질점검 대상 통보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품질점검 결과 “결함의 정도” 

경결함 :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치명결함 :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 시 “결함의 정도” 구분 방법

관련 KS규격이 있는 품명 : 관련 KS규격 인증심사기준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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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KS규격이 없는 품명 : 유사 KS규격 품명을 

준용하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결정

문의처
조달청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
(054-716-8079, 8027)

정보찾기
www.pps.go.kr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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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점검 시 시료채취 방법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시 시료채취 방법은 KS규격
(KSA ISO 2859 : 샘플링 검사 절차) 또는 최소의
수량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 중에서 품질점검 
대상 업체가 선택한 방법으로 합니다. 

품질점검 시 시료채취 방법

조달물자 품질점검 시 시료 채취(샘플링)는 다음의 방법 

중 업체가 선택한 방법으로 실시

  - KS규격(KSA ISO 2859 : 샘플링검사 절차)에 의하여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 시료비용과 시험ㆍ분석비용(시험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점검계획서에서 정한 최소의 수량에 시료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법

시험완료된 시료의 처리 방법

업체는 시험이 완료된 시료의 인수 또는 폐기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시료를 인수할 경우 

운반비 등 비용은 업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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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조달청 조달품질원 품질점검과
(054-716-8079, 8027)

정보찾기
www.pps.go.kr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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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신고를 접수하면 조달
업체에 하자에 대한 보완조치 요청을 하여 하자
조치계획서를 조달업체로부터 제출받고, 수요
기관 승인 후 하자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확인
합니다.

처리절차 흐름도

수요기관 조달품질원 조달업체

①하자신고 ②접수 " 하자조치요구 ③접수

⑥하자조치계획서 
검토 ⑤수요기관에 송부 ④하자조치계획서 

제출

⑦하자조치계획 
보완 또는 승인 ⑧조달업체에 송부 ⑨하자조치 시행

⑫하자조치결과 
확인

⑪수요기관에 
조치결과 확인

⑩하자조치 결과서 
송신

⑬하자조치결과 
확인서 송신 ⑭하자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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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신문고

조달물품의 하자사항과 품질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을 

고객이 편리하게 신고ㆍ제안할 수 있는 민원처리시스템 

으로 나라장터(www.g2b.go.kr)에 설치

하자 신고 대상

물품의 기능불량, 자체결함, 부품고장 등 제품 하자사항, 

설치ㆍ수리지연, 불친절 등 서비스 불만사항

하자신고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에서 신고

※ 인증서 미보유로 접속하는 경우는 실명으로 인증합니다.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민원서비스 → 

조달품질신문고 → 하자신고

조달품질신문고 전용상담전화(1588-8128)를 개설하여 

각종 품질하자사항 상담ㆍ접수

문의처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054-716-8167)

정보찾기
www.pps.go.kr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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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품질시험실에서는 어떤 시험을 
하나요?

직접검사 대상물품인 가구류, 섬유류, 지류, 금속
재울타리, 합성목재, 폼알데이하이드 방출량 시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중금속 분석,  PVCㆍPE관류, 
중금속 분석 및 침지시험, PVCㆍPE관류 6개
품류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상물품의
시험분석 적용분야에 따라 화학시험실, 섬유
시험실, 지류시험실, 비품시험실의 4개 시험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험 항목

화학시험실 : 목재시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시험, 
금속재시편 화학성분 분석, 합성목재, 폼알데이하이드 
방출량 시험,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및 중금속 분석,  
PVCㆍPE관류, 중금속 분석 및 침지시험

섬유시험실 : 의류용 원단, 모자, 이불 등 섬유류 
품질확인(견뢰도, 혼용률 등)

지류시험실 : 복사용지, 신문지, 화장지 등 지류의 
품질확인(평활도, 백색도 등

비품시험실 : 책상, 의자, 수납가구 등 완제품 가구류 
안정성 및 내구성시험

  * 4개 시험실, 135종 154대 시험장비 활용, 161항목에 
대한 시험 수행



이럴 때 활용

조달청 직접검사 물품 납품검사 전 사전 품질확인

신제품 개발에 따른 유해물질 확인시험 등

섬유제품의 기능성 가공 후 성능시험, 지류의 품질시험 등

  * 품질시험실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 민원시험 서비스 

제공

시험 의뢰 방법

의뢰상담(시험항목, 시료 및 긴급도) : 시험실별 

담당자(※아래 문의처 참조)

나라장터(www.g2b.go.kr) 인증서 로그인

   - 조달청계약요청(중앙조달) → 조달품질관리 → 통합 

품질검사 → 시험요청 입력(조달업체 : 민원검사(시험) 

실시, 수요기관 : 수요기관시험의뢰) → 시료번호 부여 

→ 부여받은 시료번호를 해당시료에 기입 후 우편 

(택배) 또는 방문하여 조달품질원에 접수

문의처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 (054-716-8073)

시험실별
문 의 처

화학, 섬유, 지류 (054-716-8170, 8191, 8172, 8164)
비품 (054-716-8024, 8173)

정보찾기
www.pps.go.kr
(지방청 바로가기 → 조달품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