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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산업센터 업무 안내 방송장비산업센터(KOBEC) 홈페이지 안내

   방송장비 전문가 무료 컨설팅(Help Desk) 및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안내

방송장비산업센터 사업 수행체계

전담기관

운영위원회

산·학·연·관 전문가 구성

미래방송산업협의회
방송음향산업협의회

수출사업화 지원기반조성 마케팅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ICT 성장동력산업으로써 방송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 중이며, 동 정책의 일환으로 필요이상 

고가 방송장비 도입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및 공간특성에 맞는 방송장비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공공기관, 교회, 학교, 사설방송 등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알 림 마 당 입찰정보(방송사, 공공기관 등), 국내·외 시장정보(주요 동향, 이슈 등), 세미나/포럼 등 방송산업관련 전반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 요 사 업 인프라 구축, 마케팅 지원, 사업화 지원, 필드 테스트베드 구축 등 방송장비산업센터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기업홍보관 국내 방송장비 제조업체 및 생산제품을 소개합니다.

자  료  실 통계자료, 산업동향 및 정부 정책자료 등 방송장비산업과 관련된 유용하고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합니다. 

센 터 소 개 설립목적, 오시는 길, 연락처 등 방송장비산업 센터 소개입니다.

서비스 지원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 및 Help Desk 운영을 통해 규모별, 용도별로 적합한 방송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장비 및 스펙, 수량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장비 활용방안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립니다.

방송장비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 방송장비 로드쇼 및 유명전시회 참가지원 
(MusikMesse/ProLighighting+Sound 등)

   해외 유관기관(ABU 등)과의 협력강화 및 정보공유

   국산 방송장비 홍보 디렉토리(국/명문) 제작 홍보

   한국 방송장비 공동 홍보관 및 국내 방송장비 로드쇼

   방송산업 교류 확대를 통한 ‘방송기술인의 밤’ 개최 등

방송장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 및 건의 사업

 방송장비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개선 추진

 방송장비산업 미래 발전 전략ㆍ정책 수립 지원

 경쟁국 방송산업정책 및 시장조사ㆍ분석사업

 국산 방송장비의 사설송사 진출 확대 방안 연구

 사설송사(공공기관, 학교, 종교계 등) 방송장비 권장 기준 제안 등

방송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정보 제공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방송장비산업 상생협력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방송장비산업센터 포털사이트(www.kobec.org)운영 등

 국내 시장 및 기술 동향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등

 JTP, TTA, KBS 등 테스트 인프라 구축·운영

 시험규격 개발 및 사전 시험 지원체계 구축 등

방송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협의회 운영

 국내 방송장비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ETRI 공동)

 국내 방송산업 실태조사(제조업체, 방송사 등)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단 운영 및 발전전략 수립 등

 국내 방송장비, IT솔루션 제조업체로 구성

 회원사간의 친목 도모 및 공동의 이슈 적극 대응

 방송사 연계 국내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 추진 등

방송장비 무료 컨설팅(Help Desk) 운영

지원내용

AV설비, 전관방송, 스튜디오 등 영상/음향/조명 시스템 구축 시 상

황별/규모별 최적의 방송장비 구성(안)을 전문가가 무료 건설팅하여 

필요이상의 장비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및 장비활용도를 제고

1

공공기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운영

정부지침 요약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있어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 및 사업에 있어 효율적인 방

송장비 구축 및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키 

위해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규격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 운영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6-63호)

지원내용

규격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 제시 및 학계, 연

구계, 방송사, 정부 등으로 구성된 방송장비 전문가 풀 지원

2

문의(접수)

Tel 02-6388-6143~4    E-mail Kobec@gokea.org
Homepage www.kobec.org

전문위원

HELP
DESK

애로사항 문의

상담 및
해결방안 제시 의뢰

방송장비산업센터

전문컨설턴트

수요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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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공기관 방송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82호)」을 일부 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6-63호”로 개정되어 정확한 방송장비 구축 설계로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지침을 수행함

공공기관의  
방송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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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격서”란 발주기관이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대상자들에게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제안요청서,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

제4조(규격서 초안 사전공개) 

①   발주기관은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구축하고자 하는 방송장비의 규격,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규격서 초안을 산업

계에 사전 공개하여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 초안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 일반이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를 통하여 5일 이상 공

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③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서 초안에 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규격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규격서 심의위원회) 

①   발주기관은 방송장비 구축 사업별로 규격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

능을 수행하는 「규격서 심의위원회」 (이하 “동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외 방송장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의 심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방송장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을 보유한 발주 기

관은 자체적으로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발주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은 발주

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임한다.

④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위원 추천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규격서 심의·확정) 

①   규격서는 사업계획서, 규격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하되, 심의

위원간 전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②   발주기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이 수량 및 발주일자 변경 등 동 발주기관이 기 발주했던 사업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생략하고 규격서를 확정하자는 발주기관의 신청과 이에 대한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으로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안요청서 공고) 

①   발주기관은 「규격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서가 확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최소한 10일 이상 일반에 공

고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는 인터넷 게시, 신문광고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공고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 

①   발주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전문

[시행 2016.6.23]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3호, 2016.6.23,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전파방송관리과), 02-2110-197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단, 방송법 제9

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

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2.  “방송장비”란 방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작장비, 송

출장비, 송신장비, 수신장비 등의 장비를 말한다.

3.  “발주기관”이란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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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풀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자 평가) 

①   발주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경우, 방송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사업자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평가기준, 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사업자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실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

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63호, 2016.6.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구매·발주 현황 및 문제점

◉   방송장비 시장은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이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공격적

인 마케팅으로 세계시장을 단일화하여 장악

◉   국내 시장은 국산제품의 낮은 신뢰도와 인지도 등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

쳐 경쟁력이 낮은 상황

◉   방송 시스템은 시스템 구성 특성상 호환성 및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이

유로 특정장비, 특정업체 장비들로 불공정하게 설계 및 시공 되므로 국

내의 방송장비 산업체간에 공정한 경쟁이 어려움

◉   또한 사용목적에 비해 과다한 설계로 불필요한 장비가 시공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다. 본 매뉴얼의 특징

◉   지난 수년간 모니터링 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수정하기 위

하여 방송장비산업센타는 헬프-데스크(Help-Desk) 운영

◉   운영결과,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에 필요한 기초 가이드라인, 공공기

간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메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였고, 이번에는 공공

기관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서를 제작 배포하게 되었음 

◉   본 지침서는 방송장비 구매 사업 계획부터 완료까지 전반적인 업무 진행 

절차를 설명하여 이 업무를 처음 진행하는 수요기관의 담당자가 충분히 

업무를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

※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방송관리과 : 02-2110-1976 

방송장비산업센타 : 02-6388-6143~4 

가. 방송장비의 정의

◉   방송을 위한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로 제작(음향, 영상, 조명) 

및 편집장비와 송출 및 송신 장비로 구분하고, 공공기관은 목적에 따라 

회의실, 의회방송, 공연장, 강당, 전관방송 등으로 설치 구축 되어짐

◉   “방송장비”란 방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작장비, 

송출장비, 송신장비, 수신장비 등의 장비를 말한다. -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3호, 2016.6.23., 일부

개정]

방송 시스템 구축은 아래와 같이 분류

■ 음성전달 방송 시스템 -   강당, 세미나, 회의실(화상), 전관, 비상방송(마을방송 포함)

■ 다목적 방송 시스템 - 공연장(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다목적홀

■ 인터넷, 송출, 영상 방송 시스템 - 의회, IP, 영상, 송출 방송

■ 제작 시스템 - 카메라, 조명, 편집기 등 방송 제작용

방송장비  
구매·발주  
업무 개요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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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 규정. 지짐 준수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구매 발주 단계

에서 사업예산을 검토해야 함

◉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산정 중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여야 함

관련 법·제도 및 고시사항

구매발주 단계에서 사업예산 검토는 아래의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을 근거로 검토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지침 제정·시행, 당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참고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3. 예산의 이·전용, 수시배정, 기타 예산 집행 협의사항 처리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이·전용, 수시배정, 기타 예산집행과 관련된 협의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4. 예산집행시 준수 및 사전협의 사항 

가. 국회 및 감사원 시정권고 충실 이행 

○   각 중앙관서의 장은 2016년 예산 집행시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사·중복문제가 제기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업범위 

재설정 등 각 부처간, 예산과 기금간 유사·중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원기준·단가, 사업물량 등 변경시 사전협의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지원기준·단가, 사업물량 등을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총액계상 사업 집행관련 준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계상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예산 집행방향, 예산지

원 및 배분원칙, 사업선정 원칙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총액계상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총액계상 대상사업에서 제외하

여야 한다. 

라.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사업비 감액 조정 

○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사업비 실소요가 감소하는 경우 소관   부처(발주처)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비를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제3항(시공단계 공사비 조정기준)

마.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익, 환차손 대응

○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비, 법정

경비에서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환차익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에 협의하여야 한다.

○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경비 부족액(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국

가재정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 보전할 수 있다.

○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외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

한 지침」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4-27호)을 따른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법적의무사항 준수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관련 각종 경비 집행시 중소기업제품, 친환

경상품, 장애인생산품 구매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연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 금액의 10%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우수SW(GS), 우수조

달제품, 구매조건부사업(공공부문), 성공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민·관 공동투

자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 녹색인증 대상제품,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산업융합

품목, 개발선정품, 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등 13종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및 시행령 제4조, 

제12조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경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제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물품 및 용역 2.1억원, 공사 82억원 등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의2

방송장비  
구매·발주  
관련 준수  
법/제도 사항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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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기준 절차 준수

연구용역, 일반용역, 물품 등 조달구매는

① 계획단계(Plan) ② 공고(announcement) 및 접수 단계 

③ 평가(Evaluation) ④ 우선협상단계(Preferred Bidders) 

⑤ 계약단계(Contract) ⑥ 착수보고(Kick-Off)  

⑦ 용역수행(Operation) 감독단계 ⑧ 검사(Acceptance) 단계 

⑨   지출(Expenditure)단계로 총 9개의 추진절차에 따른 프로세스로 구성되며, 이를 준거하여 시행하여

야 함

추진절차 프로세스 담당부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계획

(Plan)

단계

① 목적 및 필요성

② 과업범위내용 및 기간

③ 소요자원 : 예산협의, 집행방법결정

④ 관련문서(추진계획, 제안요청서)

※   계획서 결재 프로세스시 관련부서 협조결재

발주부서

공고

(announcement)

및 접수단계

①   용역 입찰공고 

(1개월 이상, 단 긴급의 경우 2주 이내가능)

② 제안서, 가격입찰서 및 관련서류 접수검토

영 제16조

영 제26조

영 제30조

평가

(Evaluation)

단계

①   평가계획 수립(평가위원 후보명단작성, 평

가위원구성, 평가일시, 평가방법)

②   제안서 평가계획 결재 

(기술평가+가격평가)

③ 기술평가 실시

④ 기술평가 완료 후 제안자 입회하 가격평가

⑤ 평가결과보고 및 우선협상 대상기관 지정

계약부서/

발주부서

협의

영 제43조

우선협상

(Preferred

Bidders)

단계

①   우선협상(이슈사항 및 보완사항수용여부)

확인

② 계약서(안)검토, 과업지시서(안) 검토

③ 계약추진(안) 결재

계약부서/

발주부서

협의

영 제43조

계약

(Contract) 

단계

①   계약체결 

(제안요청서, 우선협상결과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② 계약결과 발주부서 통보

계약부서

법 제13조

영 제48조

영 제54조

착수보고

(Kick-Off)

단계

①   용역사의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제출(과업

목표, 범위, 일정, 투입인력, 조직, 성과물, 

변경 및 이슈관리, 보고 절차 등 포함)

② 발주부서 수행계획서 검토 및 착수보고

③ 용역선급금 지급의뢰

④ 용역선급금 지급

발주부서/

계약부서
영 제54조

용역수행

(Operation)

감독단계

①   계약의 적정한 이행 관리감독(감독조서 작성)

② 중간보고(*N회)

③ 공정에 따른 검수 및 중도금 지급

④ 최종보고

발주부서 영 제54조

6-1. 업무용역비(260-01목)

가. 적용범위

○   국가로부터 조사·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임상연구용역 :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 업무관련용역 :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

나. 세부지침

○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임상연구용역：실소요경비

-   업무관련용역：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DB구축용역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또는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

해양부 고시)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공표)

업무관련용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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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지방계약법, 법률 제14194호)

2016.11.3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판로지원법, 법률 제 13743호)

2016.07.07.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 13736호)

2016.04.0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53호)

2016.07.28.

(일부개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고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제2016-63호)

2016.06.23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방송관리과)

가. 방송장비 구매 유형

방송장비 구매 유형은 크게 물품구매 형태와 일반용역 형태 두 가지로 

분류됨

1) 물품구매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으

로 정부 조달의 형태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구매사업

◉   일반적으로 다수의 방송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의 경우 납품 시 방송장비를 

운용가능 한 형태로 납품하도록 하고 있어 이상 여부 및 정상동작 확인, 

기존 장비간 성능, 기능 및 호환성 테스트 등의 기본적인 용역을 포함

2) 일반용역

◉   용역은 기술용역, 일반용역(연구용역, 소프트웨어개발용역 포함)으로 구분

되는데, 법으로 정하는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

으로 분류되며, 방송장비의 구매도 일반용역에 해당. 단, 장비시설 구매설

치 사업이 아니고, 전문적인 설계가 동반하는 것은 기술 용역으로 구분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

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9호, 

소방법 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 제1호 등

검사

(Acceptance)

단계

①   최종보고(발주부서로부터 계약이행을 완

료했다는 통지) 후 14일 이내 검수요청

②   계약완료일 기준 앞뒤 14일이내 용역사가 

검수요청 의뢰서를 발주부서로 공문발송

③ 검사실시 및 검수보고서 작성

④ 검수 미완료시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결정

※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감독과 검사의 겸직 

금지

발주부서/

계약부서

법 제15조

영 제55조

영 제56조

영 제57조

지출

(Expenditure)

단계

①   검수완료 후 계약당사자의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 잔금지급

②   잔급요청시 하자이행보증증권, 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③   하자보수는 계약시 1년 이상 10년 이내로 

설정

계약부서
영 제58조

영 제61조

다. 방송장비 구축 관련 법령·고시

구분 법령 또는 행정규칙 시행일자 소관부처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정보통신융합법, 공포번호 제13016호)

2015.01.20.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3340호)

2015.12.23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

전자정부법

(법률 제13459호)

2016.02.12.

(타법개정)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정책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015호)

2016.01.21.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제13343호)

2015.12.23

(타법개정)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가계약법, 법률 제12860호)

2015.07.0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조달청

방송장비 
구매·계약  
유형

04

일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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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송장비 구매 계약 유형

방송장비의 구매 계약 유형은 일반적으로 경쟁계약(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수의계약 (수의계약,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분류됨

1) 경쟁계약

가) 일반경쟁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

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최저가를 제시한 낙찰자로 선정함

나) 제한경쟁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지역·중소기업자 여부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사업수행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여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

하게 하므로, 행정적 낭비가 적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

다) 지명경쟁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 달

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서 경쟁입찰 참

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   특수한 경우에 한해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를 발주자가 직접 지명하는 방식으로, 발

주하고자 하는 제품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사용

2) 수의계약

가) 수의계약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비밀유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 용역생산

소지자가 1인인 물품 등에 대하여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직접

지명)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나)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경쟁 입찰을 실시했으나, 2회 유찰로 인해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실시

하는 방식

다. 낙찰자 결정방법 유형 및 정의

낙찰자의 결정방법에는 협상에 의한 방법과 적격심사제도에 의한 방법이 있

으며,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선정절차에는 기술과 가격동시 입찰과 2단계

분리 입찰이 있음

1) 주요 낙찰자 결정 제도

가)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

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

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

찰자로 선정

※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배점은 조정이 가능함)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적용

특히,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

으로 적용

방송장비관련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

법(이하 “ICT 진흥특별법”)’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 통신장비 구축사업) 

제1항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 적용해야 함

나) 적격심사 제도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

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써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

찰에 의한 낙찰을 예방하고, 계약이행의 신뢰성 확보와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향상을 유도함

2) 낙찰자 선정 절차

가) 2단계 입찰

발주자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제출

받아 적격자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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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   물품의 제조·구매설치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

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규격·가격의 동시입찰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

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음

※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과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선정하는 동시입찰

방법과 기술평가 후 적격자로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가. 일반사항

방송 시스템은 방송을 위한 제작과 전달 과정을 총칭함. 음향, 영상, 조명

등의 장비로 제작, 편집 후 송신 및 송출을 통해 방송전달. 공공기관의 

방송 시스템 구축 유형으로는 음성전달, 다목적, 송출 방송 등으로 분류. 

방송 시스템 구축은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장비의 규모가 달라지며 그에 따른 

예산 변동의 폭도 큼으로 사전에 방송 시스템에 대한 기본정보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

음향

영상

조명

편집

방송제작 방송전달

송신

송출

수신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

음성전달

공연장

컨퍼런스 홀

상영복합관

강당

지역전달방송

세미나실

회의실

비상방송

방송 시스템

구축 유형

다목적

송출 방송

의회, 사내, 구내방송

인터넷(유·무선)

방송 시스템  
구축 유형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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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성전달

설계목표

■ 다수의 사람들에게 목적에 맞게 음성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

■ 시스템 설치 시 말하는 사람의 방향에서 소리가 확성됨(정위 일치)

■ 가능한 낮은 기본소음과 적정 잔향시간으로 설계

1) 강당

가) 소규모(예시)

1

2

3
4

5

7

6

Wireless Microphone

Gooseneck Microphone

Monitor Speaker

Digital Mixing Console
Power Amp

Power Amp

Main Speaker

번호 품명 규격 비고

1 무선마이크 세트 PLL, 900MHZ 대역 채널가변

2 구즈넥 마이크 Condenser 단일지향성

3 디지털 믹싱콘솔 32 Mono, 4 Stereo, 32+2 Fader

4 메인 스피커 파워엠프 8Ω / 700W + 700W

5 메인 스피커 12 inch / 600W, 132dB 포인트 소스방식

6 모니터 스피커 파워엠프 8Ω / 300W + 300W

7 모니터 스피커 8 inch, 350W, 130dB

나) 대규모(예시)

1

2

3

4

5

7

8

9

6

Wireless Microphone

Gooseneck Microphone

Monitor Speaker

Digital Mixing Console

Digital I/O Box

DSP

Power Amp

Power Amp

Power Amp

Main Speaker

번호 품명 규격 비고

1 무선마이크 세트 PLL, 900MHZ 대역 채널가변

2 구즈넥 마이크 Condenser 단일지향성

3 디지털 믹싱콘솔
48 Mono, 4 Stereo

32+2 Fader

4 디지털 I/O 박스 32 In / 24 Out 분리형

5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4 In 8 Out

6 메인 스피커 파워엠프 8Ω / 700W + 700W

7 메인 스피커 12 inch / 600W, 132dB 라인어레이 방식

8 모니터 스피커 파워엠프 8Ω / 300W + 300W

9 모니터 스피커 8 inch, 350W, 13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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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미나(예시)

WIRELESS RECERVER

MICROPHONE

PROJECTOR

CAMERA

전자교탁

SCREEN

< LEFT >

< RIGHT >SIGNAL PROCESSER

AUDIO MIXER

MONITOR

NETWORK CONTROLLER

NETWORK AMPLIFIER

MONITOR

MATRIX
SWITCHER

CAMERA
CONTROLLER

강사추적 시스템

CODEC

MAIN SPEAKER

MAIN SPEAKER

WALL SPEAKER

WALL SPEAKER

SCREEN

번호 품명 규격 수량 번호 품명 규격 수량

AUDIO SECTION AUDIO SECTION

01
NETWORK 

CONTROLLER
TCP/IP 1 01 CAMERA SD 1

02
OPERATING CONTROL 

PANEL
TOUCH 1 02 CAMERA CONTROLLER SD/HD 1

03 NETWORK AMPLIFIER 500W/2CH 1 03 TV MONITOR 24″ 1

04 NETWORK AMPLIFIER 800W/2CH 1 04 SCREEN 150″ 1

05 MICROPHONE DYNAMIC 1 05 PROJECTOR 5000ANSI 1

06 MIC STAND FLOOR 1 06 PROJECTOR ELEVATION UP/DOWN 1

07 MIC EXT CORD L-10M 1 07 MOVEMENT CONTROL UP/DOWN 1

08 MIC JACK PANEL/BOX 2CH 1

09 WIRELESS RECEIVER
900MHz/2CH  

대역
1

10 HAND MIC SET 900MHz 대역 1

11 PIN MIC BELTPACK 900MHz 대역 1

12 PROGRAM EXCHANGER 4CH 1

13 SIGNAL PROCESSOR 3IN/6OUT 1 OTHER SECTION

14 SPEAKER 200W 4 01 강사추적 시스템 SENSOR 1

15 SPEAKER 400W 2 02 CONVERTER
HDMI TO 

UTP
1 SET

16 SPEAKER BRACKET STEEL 6 03 AUTO BLOWER AUTO 1

17 AUDIO MIXER 16CH 1 04 POWER DISTRIBUTOR AC220V 1

18 전자교탁 강의용 1 05 RACK CABINET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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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실(예시)

1

6

8

9

7

4 3

2

5

HY-C5/00 Network Cable Audio Cable Video Cable RS232/485 Cable 

번호 품명 기능

1 디지털 유선 회의컨트롤러 회의시스템 제어 및 전원 공급 50대 스탠드 연결 가능

2 디지털 유선 회의스탠드 마이크 유선회의 마이크 장치

3 회의시스템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통한 회의 진행 및 제어

4 오디오 입/출력 장치 오디오 신호를분배 및 보상

5 Cat.5 STP 연장선 컨트롤러와 스탠드를 연결하는 연장 케이블

6 카메라 인터페이스 회의 신호와 카메라 신호를 받아 제어가 가능

7 돔 카메라 미리 설정해 놓은 프리셋 위치를 감지 가능한 카메라

8 심리스 비디오 스위처 영상 신호를 받아 분배

9 비디오 송출 모니터 영상신호를 받아 화면으로 송출

4) 비상 긴급방송(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2)

NFSC 202 4조 8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시행 2013.7.12.]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1호, 2013.6.11.]

※ NFSC : National Fire Safety Code

<화재발생에 따른 비상방송설비 신호흐름>

표시등

조작부 원격조작기

스피커증폭부

전원부
(비상전원 포함)

자동 화재경보 설비

또는

기동장치
(누름 버튼 등)

비상신호
(오디오)

비상신호
(접점)

일반방송 차단

비상오디오

방송 순서

�비상신호 입력

�기존일반 방송 차단

�비상방송송출

방재센터

비상신호

일반방송(4원화)

비상방송

믹서 입력 4채널

믹서 입력 4채널

앰프 출력 4채널

앰프 출력 4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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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반 종류>

구분 내용

P형 자동화재탐지설비

(Proprietary Type)

P형 1급과 P형 2급(5회로 이하)으로 구분되며 화재 신호를 경계구역마다 별도의 

실선배선(Hard Wire)으로 연결하여 직류 24V의 접점신호로 전송한다. 대형건물은 

화재 신호선이 증가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가 곤란하고 100회로 이하의 소규모 건

물에 경제적이다.

R형 자동화재탐지설비

(Record Type)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보내는 화재신호를 중계기를 통해 고유신호로 수신하는 

다중통신방식으로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발로 멀티플렉싱 신호전달이 가능하며 

P형에 비하여 신호배선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회로수가 많은 중·대형 

건물에 적합하다. 아나로그 감지기를 적용할 수 있어 인텔리전트 기능을 수행한다.

5) 지역 전달방송(마을댁내방송, 동보방송)  

시군구, 읍면동방송

이장님 방송

ON AIR

스마트폰 방송

마을회관 마을댁내
무선방송시스템

각 가정집 방송

컴퓨터 방송

<지역 전달방송 송·수신 흐름도>

옥외
스피커

이장님/담당자 회관 스피커방송

마을회관

각 가정집 방송

옥외
스피커

앰프연동
통신망
(CDMA)

근거리
무선통신

김씨 댁

박씨 댁

자동수신단말장치
무선방송제어장치

디지털 앰프

무선방송단말장치

(※상전인입 필수)

무선옥외방송용

(현장)
마이크

(외출시)
전화방송

스마트폰
방송

<지역전달 방송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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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목적

설계목표 

■ 행사, 강연, 공연, 상영회 등 각각 목적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

■ 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전문 인력 배치를 고려

■ 가능한 낮은 기본소음과 적정 잔향시간으로 설계

※ 전파법 허가 무선 주파수 : 400∼600Mhz 대역 / 비 허가 사용가능 주파수 : 900Mhz 대역

1) 공연장

가) 소규모(예시)

15

14

11

10

16

17

1

2

3

12

9 5

6

7

8

4

Wired Microphone Mixing Console Studio Monitor
Speaker

Switching HUB
PC

Headphone

SIG-PIN

Main Speaker

Delay Speaker

Subwoofer

Monitor Speaker

I/O Box

Option Card
CD Player

DI BOX

65 Mono, 8 Stereo

Surge & Noise Filter

Sequence Power Supply

UPS

Wireless Microphone
System

×2

번호 품명 규격 수량

1 메인 스피커(Active) 4000W Max, 139dB 2

2 딜레이 스피커(Active) 4000W Max, 139dB 2

3 서브우퍼(Active) 2000W Max, 139dB 2

4 모니터 스피커(Active) 4000W Max, 139dB 4

5 믹싱콘솔 64 mono, 8 stereo 1

6 I/O BOX 32 input, 16 output 1

7 옵션카드 8CH, Digital I/O 1

8 녹음/재생기기 CD, USB, MP3, Bluetooth 1

9 유선마이크

Cardioid dynamic 8

Cardioid condenser 2

Gooseneck condenser 4

10

무선마이크

900MHz 대역 2

900MHz 대역 2

무선마이크 안테나 10 to 1000MHz 대역 2

11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Active) 5*, 67W 2

12 헤드폰 40mm neodymium driver 1

13 콘솔데스크 1

14 순차전원공급장치 8CH 1

15 UPS 1000VA 1

16 Surge & Noise Filter 4CH 1

17 DI BOX

1CH passive 4

2CH passiv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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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규모(예시)

Recorder

Wired Microphone Mixing Console Studio Monitor
Speaker

14 10 16

Switching HUB
PC

Headphone

SIG-PIN

Main Speaker

Subwoofer

17

1

2I/O Box

Option Card

72 Mono, 8 Stereo

Surge & Noise Filter

Sequence Power
Supply

UPS

Wireless Microphone
System

CD Player

Blu-ray Player

AV Receiver

DI BOX

15

11

12

13

22

Under Balcony Under Balcony

Front Fill Center Fill

Monitor Speaker

Surround SpeakerSurround AMP

3 4

21

19

9

7

5 6

20

번호 품명 규격 수량

1 메인 스피커(Active) 4000W Max, 142dB 24

2 서브우퍼(Active) 4000W Max, 142dB 6

3 언더발코니(Active) 4000W Max, 139dB 6

4 어퍼발코니(Active) 4000W Max, 139dB 6

5 프론트필(Active) 4000W Max, 139dB 6

6 센터필(Active) 2000W Max, 140dB 4

7 모니터 스피커(Active) 4000W Max, 139dB 12

8 서라운드 스피커 280W AES, 130.5dB 12

9 서라운드 앰프 8 ohm/500W 3

10 믹싱콘솔 72 mono, 8 stereo 1

11 I/O BOX 32 input, 16 output 1

12 옵션카드 8CH, Digital I/O 1

13 녹음/재생기기

Dual CD, MP3 1

SD, USB recorder 1

Blu-ray Player 1

AV Receiver 1

14

유선마이크

Supercardioid dynamic 8

Cardioid condenser 8

Gooseneck condenser 2

드럼마이크
BETA52, SM57×3, A56D×3 3

Condenser super phantom 3

15

무선마이크

900MHz 대역 4

900MHz 대역 8

900MHz, Bodypack 대역 8

Earset MIC 8

무선마이크 안테나
900MHz 대역 1

470-698MHz 대역 2

16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Active) 5″, 67W 2

17 헤드폰 40mm neodymium driver 1

18 콘솔데스크

19 순차전원공급장치 8CH 2

20 UPS 1000VA 1

21 Surge & Noise Filter 4CH 1

22 DI BOX
1CH active 6

2CH activ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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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컨퍼런스 홀(예시)

Wired Microphone

Wireless Microphone
System

CD Player

DI BOX

Sequence Power Supply

Power AMP

Power AMP

Power AMP

Power AMP

Subwoofer

Main Speaker

Delay Speaker

Monitor Speaker

Mixing Console

I/O Box

Studio Monitor Speaker

×2

11

10 12

6

5

1

2

3

5

5

5

16

17

9

8

7

32CH, 16BUS

번호 품명 규격 수량

1 메인 스피커 500W AES, 134dB 2

2 딜레이 스피커 500W AES, 134dB 2

3 서브우퍼 450W AES, 136.1dB 2

4 모니터 스피커 280W AES, 130.5dB 4

5 파워앰프 8 ohm/500W 5

6 DSP 2 input, 6 output 1

7 믹싱콘솔 32CH 16BUS 1

8 I/O BOX 16 input, 8 output 1

9 녹음/재생기기 Single CD, USB, MP3 1

10 유선마이크

Cardioid dynamic 6

Gooseneck condenser 3

11 무선마이크 900MHz 대역 2

12 방송실 모니터 스피커(Active) 5″, 70W 2

13 랙케이스 Hard rack case 1

14 공판넬 blank panel 5

15 콘솔데스크 1

16 순차전원공급장치 8CH 1

17 DI BOX 2CH passiv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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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영복합관(작은 영화관)(예시)

DIGITAL CINEMA PROCESSOR
DIGITAL CINEMA PROCESSOR
● ETHERNET CONTROL AND MONITORING
● DSP CROSSOVER AND EQ
● CINEMA MONITOR PANEL
● NETWORK AUDIO TRANSPORT

SOUND

IMAGE

2K DIGITAL CINEMA PROJECTOR

LFET

LFET SURR LFET SURROUND SPEAKER

LFET MAIN SPEAKER

LFET MAIN SPEAKER

LFET MAIN 
SPEAKER

CENTER MAIN SPEAKER

CENTER MAIN 
SPEAKER

SUBWOOFER

STEREO

Power Amplifier

STEREO

Power Amplifier

STEREO

Power Amplifier

LFET SURROUND SPEAKER

RIGHT SURROUND SPEAKER

RIGHT SURROUND SPEAKER

SUBWOOFER

RIGHT MAIN 
SPEAKER

RIGHT SURR

CENTER

RIGHT

SUB

DIGITAL CINEMA 
SERVER

구분 품명 규격

영상

디 시네마 프로젝터
2K, 2048 X 1080 이상

영사기, 렌즈, 램프 포함

디 시네마 서버 IMB 포함

포트 글래스 600 X 600mm

라이팅 디머 3KW

오토메이션

UPS

TMS 소프트웨어

PC : TMS 구동용 19inch 모니터, 1TB, 8GB Ram, DVD

음향

오디오 프로세서 Cross-Over, EQ, Monitor, D/A Converter 기능

파워엠프 8Ω 각채널 당 500W

프론트 스피커 2-Way

서라운드 스피커 2-Way

서브우퍼 스피커

오디오 랙

행사 음향

유선 마이크

무선 리시버 9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900Mhz 대역

무선 안테나 900Mhz 대역

안테나 디바이더 900Mhz 대역

오디오 믹서 16ch 아날로그 믹서

스크린 스크린 7X3.8m, 펄 1.8 또는 실버 2.4

객석 객석 50석 장애인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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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송출방송

설계목표 

■ 실시간 회의 내용의 음향과 영상을 인터넷 망을 사용하여 방송 송출

■ 관내 송수신 전파 및 인터넷 스트리밍 가능

■ 서버운용 및 해킹 등 보안 관련 설계 고려 

1) 의회방송 송출(인터넷 등)(예시)

상임위 2

상임위 1

소회의실

본회의장

마이크시스템 카메라시스템

마이크시스템 카메라시스템

마이크시스템 카메라시스템

마이크시스템 카메라시스템

HD MATRIX

인코더

인코더

인코더

HD 통합방송시스템 #1 

메인UI모니터 서브UI모니터 모니터링 TV

HD 통합방송시스템 #2

인터넷/모바일 방송서버

메인UI모니터 서브UI모니터 모니터링 TV

HD 통합방송시스템 #3

메인UI모니터 서브UI모니터 모니터링 TVAudio Mixer

태블릿
스마트폰

PC

인터넷/모바일 방송

인터넷/모바일 방송

외부
NETWORK

태블릿
스마트폰

PC

내부
NETWORK

인터넷/모바일 방송서버

Case #1. 회의용 디지털 마이크 시스템(옵션) - 위원장 1명/의원 8명 기준

순번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CCU 회의용 마이크 중앙컨트롤시스템 식 1

2 위원장용 마이크 위원장용 회의용 마이크 EA 1

3 의원용 마이크 의원용 회의용 마이크 EA 8 의원 8명 기준

Case #2. 1개실 기준 HD영상 녹화/송출 시스템 구축

순번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영상송출/중계시스템 6CH 영상녹화/중계시스템 식 1

2 HD Camera Full HD PTZ 카메라 EA 4

3 매트릭스 8×8 HD Matrix EA 1

4 모듈레이터 HD RF Modulator EA 1

5 모니터 42″ 멀티뷰/최종출력용 모니터 EA 1

Case #3. 행정방송(실시간/다시보기/IPTV) 서비스 구축

순번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영상송출/중계시스템 2CH 영상녹화/중계시스템 식 1

2 행정방송/IPTV시스템 고화질 행정방송, CMS 포털 솔루션 식 1

3 중계관리서버 Mem. 32GB/HDD.24TB 식 1 os/백신 별도

4 스트리밍서버 Mem. 32GB/HDD.1.2TB 식 1 os/백신 별도

5 셋탑박스 읍면동용 셋탑 박스 EA 10 읍면동 10개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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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향 시스템

음향 시스템의 구축 목적은 청취 대상의 사용목적에 맞게 음향신호를 확성 

및 조절하여 전달하는 것. 이를 위해 건축 환경, 사용 목적, 경제적 여건, 

사용자의 숙련도, 제품의 용량 및 신뢰성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에는 음향 시스템만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영상 장비 및 

조명 장비 등과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활용. 그러므로 사용 목적에 부합하

도록 효율적인 음향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1) 기능 별 음향 설비 

가) 재생 시스템 

음원 미디어 또는 AV 미디어 매체를 재생하여 확성하는 시스템. 즉 CD나 

DVD 등을 재생하여 시청각 학습, 공연에 활용. 재생 시스템은 일반 확성 

시스템과 달리 음원의 퀄리티가 중요. 그러므로 넓은 주파수 대역, 저잡음, 

고품질 장비를 사용 

나) 일반 확성 시스템

확성 시스템은 음향 설비의 가장 기본. 확성이란 음성 및 음원을 수음한 후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하여 증폭 및 재생하는 기능. 음향 확성 시스템은 

음질, 명료성, 경제성 등 사용 목적에 맞춰 구성 

일반적인 확성 시스템은 강연, 회의, AV 장비를 위한 확성 시스템을 말함.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명료성 확보. 대표적인 명료성과 경제성이 고

려되는 확성 시스템은 전관방송(Public Address, PA)

다) SR 시스템

확성 시스템보다 큰 음향 레벨로 출력하는 음향 시스템을 음향 보강 시스

템(Sound Reinforce ment, SR)이라고 함. SR은 다수의 마이크 뿐만 아니

라 여러 대의 스피커를 사용함. 청취자에게 100dB∼110dB SPL의 청취

레벨을 들려주기 위해서 스피커의 출력레벨 또한 120dB 초과. 또한 연주

자에게 연주 모니터(Fold Back Sound)제공을 위해 모니터 스피커가 사용

됨. SR은 공연장과 대형 행사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각 사용 목적에 맞

게 많은 확장성과 기능이 필요. SR은 음량과 음질, 명료도를 모두 확보해

야 하고 대부분 실시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비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 

부가적으로 음향 효과 장비, 보정 장비, 녹음 장비를 함께 확보해야 함. 공

연 시 영상 시스템, 조명 시스템과 동시에 운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합한 

전기 환경의 확보 또한 매우 중요 

라) 서라운드 시스템

서라운드 시스템은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 주로 효과음 등을 재생하는 특

수한 확성 장비. 최근에는 다목적 홀, 전문 공연장, AV 전용실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음. 효과음은 음상 정위와 음의 이동, 음의 지연효과 등을 이용하

여 홀 전체를 둘러싸는 듯한 실내 음향 효과를 제공  

2) 목적 별 음향 설비의 종류

가) 강연, 회의, 집회

주로 음성 확성 위주의 행사가 진행되며 간헐적으로 AV 장비와 연동함. 큰 

음량의 확성 보다는 자연스러운 음량과 명료도가 주요 고려 대상임. 화자

를 위해 모니터 스피커를 설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내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설치함 

나) 체육시설(실/내외)

체육시설은 체육행사, 집회, 전시회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수용 인

원은 수백명에서 수천명으로 매우 많음. 또한 공간이 크고 바닥이 넓으며 

흡음률이 낮아 좋은 명료도를 얻기 어려움. 대부분 채육시설의 천정은 어

쿠스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좋은 음질을 얻기 더욱 힘듬. 기본적

인 공간의 소음레벨도 높기 때문에 고출력의 스피커를 사용해야 함 

다) 대중음악

대중음악을 위한 시스템은 공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고출력 용

량과 다양한 추가 음향 시스템을 필요로 함. 또한 공연장 내부의 기본 어쿠

스틱 환경도 고려하여 설계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 

라) 극 공연(연극, 뮤지컬)

소규모 연극에서의 음향 시스템은 음원만 재생시키는 역할이 대부분. 하지

만 대규모 연극이나 뮤지컬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음향 시스템의 품질과 용

량이 매우 중요. 일반적으로 대중음악 공연과 유사한 장비 구성이 이루어

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스피커들이 필요한 경우도 많음. 요즘 극 

공연의 경우에는 서라운드 시스템은 필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음  

마) 클래식, 오페라, 발레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 할 경우에는 음향 확성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

음. 기본 녹음 시 공연장 천장에서부터 내려와 있는 서스펜션 마이크를 사

용하고, 실황 녹음 등 음원을 자세히 녹음해야 하는 경우에는 멀티 녹음

(Multi-Recording)을 하여 각각 파트별로 마이크를 설치한 후, 동시에 여

러 트랙으로 녹음 

방송 시스템 
구축 목적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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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향 시스템의 구성

음향 시스템은 아래 사진과 같이 구성. 입력 부분은 마이크, CD, AV와 같은 음원 장비들로 구성 

됨. 믹서 부분은 음원 장비들의 신호를 혼합하여 음색을 조정하고 신호를 증폭. 음향 효과기는 

음질을 개선하거나 보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와 잔향 등의 음향효과를 위한 장비로 구성됨. 이

렇게 음색이 조정되고 효과기 등을 거친 최종음향 신호는 파워엠프에 집결되어 스피커로 출력

<음향 시스템 흐름도>

입력 제어 효과 증폭 출력

Mic

Playback
System Speaker

Mixer Signal
Processor

Power
Amp

가) 스피커

스피커 시스템은(삭제)는 음향 시스템에서 최종 출력부. 전문가들 조차 좋은 소리가 나면 스피커

가 좋은 것으로 여기고, 반대로 안 좋은 소리가 나도 스피커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정도

로 스피커는 음향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함. 스피커는 전기적 신호를 공기의 진동으로 변환하

는 장비임. 스피커의 지향각은 실내의 반사음 생성과 청취 지역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

한 요소. 스피커는 일반적으로 (A)스피커 인클로저, 스피커 유닛, 혼, 그릴로 구성되며 (B)네트워

크가 선택적으로 설치됨 

Input

Crossover frequency

Low-pass filter

High-pass filter

<B><A>

이와 같은 부품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을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 스피커 시스템은 한 개의 유닛으

로는 적합한 음압 및 주파수 특성과 지향성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려움. 따라서 위의 <B>와 같이 

유닛을 저음(Woofer)과 고음(Tweeter) 스피커를 조합하여 제작. 이러한 스피커 시스템을 복합형 

스피커 시스템(Multi-way loudspeaker system)이라고함 

나) 파워앰프

파워 앰프(Power amplifier)는 아래와 같이 작은 신호를 크게 증폭함. 아래는 파워 앰프의 외형. 

스피커 시스템은 관객이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어서 익숙한 장비지만 파워 앰프는 대부분 잘 안

보이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 중요하지 않은 장비로 여기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파워앰프는 스피

커를 효과적으로 구동하고 음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장비. 파워 앰프는 음향 시스템에서 가장 큰 

전압과 전력을 취급하는 부분이고, 각 메이커의 파워 앰프는 독자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으며, 스

피커와의 매칭도 중요한 문제임. 앰프를 선택할 때 전력의 크기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만, 출력이 높다고 반드시 음질이 좋은 것은 아님. 음향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사용하고자 하는 

스피커와 매칭이 맞는 파워 앰프를 선택해야함 

<아날로그 Power amp>

<디지털 Power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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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믹싱콘솔

흔히 간단히 줄여서 ‘믹서’라고 말함. 모든 음향 시스템을 서로 연결시켜 음향 신호(Audio signal)

를 통제하는 음향 시스템의 중심 축에 있는 중요한 장비. 이 믹서를 통해 다양한 음향 시스템에서 

나오는 음향 신호들의 크기나 음색 또는 파노라마(Panorama)를 조정하고 사운드 밸런스(각 소

리들의 균형)를 맞춰 조화시켜 최종으로 파워 엠프와 스피커를 통해 조절된 소리를 출력함. 또한, 

마이크로폰(Microphone)이나 각각 라인을 통해 입력된 음향 신호들을 소리의 크기나 음색 등을 

조절하여 녹음기로 보낼 수도 있고 각종 음향 효과기기로 보내는 일을 바로 믹싱 콘솔을 통해 함

Mixer

Amplilier

Speakers

믹싱 콘솔은 용도에 따라 구조와 작동법이 다름. 대표적으로 섬세하고 음질을 매우 중요시 하는 

녹음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용 레코딩 콘솔이 있고, 공연 현장 사용하는 간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라이브 콘솔용이 있음. 음향 신호의 종류 및 조절 방식에 따라 디지털 믹서와 아날로그 믹서 

등으로 나누기도 함

<Mixing Console> 

라)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은 사람의 귀 역할을 하는 얇은 진동판을 비롯한 여러 전자회로가 들어 있음. 공기의 

진동인 소리를 전기적 음향 신호로 변환시키는 일종의 트랜스듀서(Transducer)로서 한마디로 에

너지 변환 장치. 이 신호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마이크 프리 앰프를 통하여 라인 레벨의 신호로 

증폭시켜야 기타 다른 음향 장비에 사용 할 수 있음. 이 마이크로폰은 어쿠스틱 음향 에너지를 전

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며, 원천적으로 좋은 음향을 얻기 위해서 아주 잘 이

해해야 하는 장비임  

소리를 음향 신호로 변환시키는 방식에 따라 크게는 <A>다이나믹(Dynamic) 마이크로폰과 <B>

콘덴서(Condenser)마이크로폰으로 분류하며, 소리를 얻는 지향 각도에 따라 <C>단일 지향성과 

<D>양지향성, <E>무지향성 등으로도 분류. 또한 얻어진 음향 신호를 다른 음향 기기로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하기도 함. 얻고자 하는 소리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한 만큼 반

응하는 정도가 각각 다른 많은 종류의 마이크로폰이 있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올바르게 사용해야함 

<A-Dynamic Microphone>

<B-Condenser Micr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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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무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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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단일 지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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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양지향성>

마) 음향 효과 기기

음색이나 공간감 등의 음향 신호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바꾸어주는 음향 기기를 음향 효과기기라 함. 

특히 디지털 시그널 처리 기술을 이용한 현대 효과기기를 통칭하여 오디오 시그널 프로세서라 함 

공연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음향 효과 기기로는 복합 효과 기기(Multi effect processor)와 

필터, 그래픽 이퀄라이저, 컴프레서 등이 있음. 복합 효과 기기는 소리가 울려나오는 시점을 조

절하는 딜레이(Delay)와 공간감을 조절하는 리버브레이션(Reverbration) 및 각종 음향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음향 효과 기기임. 이퀄라이저와 필터는 소리의 부분

적인 스펙트럼을 조절하여 음색을 조정하는 음향 기기임. 컴프레서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소리를 

일정 비율로 줄여주어 음의 세기의 폭을 조절하는 음향 기기라 함 

<복합 효과기기>

<그래픽 이퀄라이저>

<컴프레서>

바) 디지털 신호 처리기

디지털 신호 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 DSP)는 모든 음향 효과기를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 입력과 출력을 사용자가 디자인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기능을 마우

스로 추가하여 사용가능. 기능은 그래픽 이퀄라이저,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컴프레서, 리미터, 

Time Delay, 크로스오버 필터, 신호 분배기(Splitter), 피드백 서프레서(Feedback suppressor)

등 모든 음향 효과기를 갖추고 있음 

<Digital Signal Proces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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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재생 녹음 편집

공연 및 행사를 위해선 미디어를 재생하거나 공연내용을 녹음하는 기능이 필요함. CD와 DVD는 많

이 사용되는 미디어로 재생과 녹음 모두를 위해 사용됨. 그러나 이 매체도 PC계열의 미디어로 대치

가 진행되고 있음 

간단한 녹화에는 DVD 레코더가 사용되지만, 녹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연 실황을 녹음하기 

위해서는 다채널 녹음 기능이 있는 전용 장비(DAW)를 사용함 

DSP가 나오기 전에는 아날로그 프로세서를 사용하였는데, 각각의 기능을 가진 여러 아날로그 프

로세서를 한 랙에 연결해서 사용했고, 이는 크기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음. 

여러 단계의 아날로그 프로세서를 거치면서 음의 퀄리티 뿐만 아니라 음에 왜곡이 생겼음. 현대 

음향에서는 컴프레서, 이퀄라이저, 크로스오버 등의 시그널 프로세서를 하나의 장비에 디지털화 

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스피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형태로 스피커 시스템의 개

별 조정을 하기 위해 나오는 경우가 많음.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대부분 컴퓨터로 제어 및 모니터

링 가능하여 사용하기 편하도록 프로그램으로 보여줌

<Digital Signal Processer 제어화면>

<Output Equalizer and Crossover Filter 제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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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카메라> <EFP 카메라> <회의용 카메라>

나) 기록 장비와 재생 장비

촬영된 영상이나 영상 콘텐츠를 기록 편집하기 위해선 녹화장비가 필요함. 아래 같이 기록 미디

어에 따라서 테이프, DVD, 스토리지로 구분 가능. 최근에는 Blu-ray, HDD 녹화기가 활용되는 

추세. 녹화장비는 재생 기능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재생 장비는 녹화된 미디어 신호의 출력만 

가능한 장비들. 재생 기능만 필요한 필요한 학습시설, AV 시청각실 등에 사용됨 

구분 내용

테이프 레코더
 ENG 카메라에 주로 사용됨  주로 디지털 테이프 사용
 경제적이지만 내구성 취약

DVD  녹화, 재생, 장면 스킵 등에서 편리   대용량 기록은 부적합

Blu-ray  DVD보다 대용량 고화질 영상기록 가능

HDD  하드 디스크를 저장 매체로 사용  대용량 저장 용이, 영상 DB화 용이

스토리지  HDD를 이용하여 대규모 영상을 기록  스트리밍 서버연동 가능

Computer Interface  PC와 영상 시스템 연결에 이용

<디지털 테이프> <DVD/Blu-ray> <스토리지>

나. 영상 시스템 

영상 시스템은 크게 방송국용 시스템, 일반 스튜디오 시스템, 재생전용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음. 

방송국용 시스템은 지상파 또는 케이블 방송을 위한 전용 시스템. 일반 스튜디오 시스템은 자체 방

송을 위한 장비로 구분함. 재생 전용 시스템은 카메라 기능이 없거나 미약하여 A/V시스템이나 화

상회의 운영이 주요 목적 

촬영 Web

기록

송출

출력 편집
신호

변환

1) 기능별 영상 설비

가) 촬영장비

촬영장비는 실시간 움직임 촬영이 목적인 영상 장비라 함.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여기에 속함. 카

메라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카메라 헤드, 렌즈, 뷰파인더로 구성됨. 카메라의 출력은 녹화나 화

면 표시(Display)장비로 연결함. 출력 신호 타입은 Composite, S-Video, Component video, 

SDI(serial digital interface)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등 다양한 방식이 

있음으로 규모와 사용 목적 등 사용자 환경에 적절한 선택에 주의가 필요. 고품질 촬영을 위해선 

EFP/ENG 카메라, 기타 모니터 목적엔 캠코더 및 CCTV 카메라가 사용됨

구분 내용

ENG 카메라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카메라  자체 녹화 기능을 포함

EFP 카메라
 스튜디오 고정 설치용 카메라  Dolly를 이용하여 이동
 카메라 컨트롤러(CCU) 사용함

캠코더  개인 휴대 가능한 소형  재생, 녹화 기능

WEB 카메라  CCTV 신호를 WEB으로 송출  다수의 카메라 운영에 적합

회의용 카메라  화상 회의를 위한 기능이 강화  CCTV카메라에 P/T 및 A/F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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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편집장비

편집장비는 촬영된 영상 신호를 사용 목적에 맞도록 운영자가 편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장비를 

사용함. 편집 장비는 녹화장비, CG, 화면 전환 기능이 포함 

구분 내용

선형 편집기
(Linear Editer)

 테이프 레코더를 이용하여 편집  작업시간 오래걸림

 편집 시 화질 저하   영상 효과 부가 어려움 

비선형 편집기
(Non Linear Editer)

 PC 기반의 프로그램 사용  편집시 화질 저하 없음

 영상 효과 부가 용이

<선형 편집기>

<비선형 편집기>

다) 출력장비

출력장비는 영상 신호를 화면으로 출력하는 장비의 종류이며 아래와 같은 외형을 갖고 있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TV 모니터이며 다수의 시청자를 위해 스크린과 프로젝터, 대형모니터, LED

패널 등이 사용됨 

구분 내용

LCD
 색감표현이 좋음  명암비가 낮아 검은색을 검은 회색으로 표현

 격자감 느낌이 있고 시야각이 좁음

PDP  자기발광형 표시소자 사용으로 시야각 넓음  전력소비량 많고 발열 심함

DLP
 대형 스크린에 화면을 출력하기 위한 장비  시야각이 넓고 가격이 비쌈

 렌즈 교체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용 추가

LED
 명암비가 높고 표현력이 좋음  흑색 재생이 좋음

 빛 번짐 현상이 있음

LCoS  소형화면에서 대형화면까지 구현가능  중소형 디스플레이 및 프로젝터에 적합

OLED  높은 명암비와 자연스러운 색감  소형기기에 좋은 화질을 표현

<LED>

<OLED>

<D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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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form / Vector scope> <Loudness Control>

사) 신호 변환 장비

영상 장비는 SDI, HDMI, DVI 등과 같이 여러 송출 방법이 사용됨. 하지만 각 영상장비가 모든 

방법을 수신 또는 송신하지 못함. 또는, 송출이 단거리로 제한되는 경우도 많음.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신호 변환기가 필요 

<HDMI to HD-SDI> <CV / YC To SDI>

다. 조명 시스템

조명 시스템은 무대 방송 장치의 일부로서 무대에 빛을 효과적으로 비춰주는데 목적이 있음. 무대 

조명은 주로 배우들의 연기를 관객 또는 시청자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은 물론 무대 표현을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함. 그러므로 무대 방송 조명은 무대장치 가운데 중요한 극의 표현수단 

임. 단순히 무대 위를 밝혀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무대 표현을 예술적으로 조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LAMPS

LIGHTING

CONSOLE

DIMMER
RACK

F.O.H.
SPOT

POWER

F.O.H.
SPOT

마) 선택 및 분배장비

선택 및 분배장비는 여러 영상 신호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반대로 하나의 영상 신호를 여러 장비

로 분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 실시간으로 영상을 방송할 때 영상 신호의 선택, 전환 

등을 담당하는 장비도 있음. 영상 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신호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필요 

구분 내용

셀렉터  여러 신호 중에서 한 개의 신호를 선택하여 출력

분배기  한 개의 신호를 여러 영상 장비에 전송  분배시 발생하는 임피던스 문제 방지

매트릭스  셀렉터와 분배기능 동시가능

패치  추가 장비 입출력 용이  시스템 임의 결선으로 운영의 유연성 제공

스위처

 실시간 영상 신호를 변경하여 방송함

 여러개의 영상신호를 원하는 출력 장비로 전송하도록 유도

 장면 전환시 영상 효과 부가 가능

<분배기> <매트릭스> <스위쳐>

바) 계측장비

계측장비는 영상 장비를 사전에 조정하거나 동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됨. 운영자에게 영상 

신호의 품질에 대해 측정값은 실시간으로 제공함. 최근 영상용 계측장비는 모든 기능이 통합된 

장비가 활용되고 있음

구분 내용

동기신호발생기
 입출력 신호의 동기를 맞추기 위해 기준 신호를 공급

 여러 형태의 신호와 포맷으로 신호 제공

Waveform / 

Vector scope

 영상신호의 휘도 신호를 측정 분석

 영상 신호중 색상 신호, 위상 정보 등을 측정

Loudness Control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표준음량 측정 분석

 입출력 경로 및 클립을 선택해 선택된 프리셋값을 바탕으로 라우드니스를 측정 및 수정

Noise scope  지터 노이즈, 신호 크기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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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팔로우 스포트라이트(Follow spotlight)

움직이는 공연자나 이동 물체에 조명을 주기 위해 수동으로 작동하는 조명기구. 팔로우 스포트

라이트는 컬러 부메랑뿐 아니라 조리개, 셔터, 다우저를 수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있음. 크세논 

램프와 같은 방전램프를 사용하는 팔로우 스포트라이트에는 기계적 조광 셔터가 장착됨. 줄여서 

팔로우 스포트라고 함

바) 플러드라이트(Floodlight)

램프와 반사경이 기구에 내장되어 각이 넓은 광선을 만들어 내는 조명기. 무대를 고루 비추거나 

하늘막, 배경막, 작화막을 비출때 사용. 램프를 반사경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반사경을 램프 방향

으로 움직여서 빛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 영국에서는 플러드 랜턴이라고 함

<파 라이트> <팔로우 스포트라이트> <플러드라이트>

사) 사이클로라마 라이트(Cyclorama light)

하늘막이나 배경막에 밝고 부드러운 빛을 주는 조명기를 통칭하는 말. 포물선형 비대칭 반사경을 

사용하여 빛이 넓게 퍼지도록한 플러드라이트나 스트립라이트 여러 대를 막의 크기에 따라 배경

막 상하좌우에 설치하여 사용. 줄여서 CYC 라이트라고 함. 장치봉에 설치하여 배경막 상단을 비

추는 것은 어퍼 사이크(upper CYC), 무대 바닥에 놓고 배경막을 비추는 것은 로어사이크(lower/

ground CYC)라 함

아) 무빙 라이트(Moving light)

조명기에서 나오는 빛의 크기, 각도, 질감, 색깔 등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화된 조명기. 

헤드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무빙헤드 방식과 렌즈 앞에 장착된 미러가 회전하는 무빙미러 방식

으로 나뉘며 주로 DMX512 신호로 제어. 자동화 조명기 또는 인텔리전트 조명기라고 하며, 용도

에 따라 고보를 사용하는 무빙 프로파일 라이트와 세척광에 주로 사용하는 무빙 워시 라이트로 

구분하여 사용함

1) 조명 시스템의 구성 및 종류

가) 플라노 컨벡스 스포트라이트(Plano convex spotlight)

램프에서 나오는 빛을 구형 반사경으로 모으고, 이 반사경에서 나오는 빛이 플라노 컨벡스 렌즈

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확산 현상을 이용한 무대 조명기. 밝기가 고르고 테두리가 분명한 빛을 얻

을 수 있고 줄여서 PC라고 함. 이 조명기는 렌즈의 지름과 램프의 용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램프/반사경 몸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여 빛의 각도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퍼넬 스포트라이트(Fresnel spotlight)

램프에서 나오는 빛이 구형 반사경에 의해 퍼넬 렌즈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확산 현상을 이용하

여 밝기가 고르고 테두리가 부드러운 빛을 얻을 수 있는 조명기. 램프/반사경 몸체와 렌즈 사이

의 거리를 조절하여 빛의 각도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지름 3인치 크기부터 수 피트까지, 150W

에서 10kW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고 영국에서는 소프트 에지 스포트(soft edged 

spot)하고 함

다) 엘립소이달 리플렉터 스포트라이트(Ellipsoidal reflector spotlight/ERS)

램프에서 나오는 빛을 타원형 반사경으로 모으고, 반사경에서 나오는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나

타나는 확산 현상을 이용한 무대 조명기. 밝기가 고르고 테두리가 선명한 빛을 얻을 수 있음. 조

명기의 규격은 렌즈 지름과 초점거리를 인치(6″×9″, 6″×12″, 6″×16″)로 표기하거나 빛이 퍼

지는 각도(5°, 12 °, 36°, 42°)로 표기한다. 줄여서 엘립소이달 또는 엘립이라고 함

<플라노 컨벡스 스포트라이트> <퍼넬> <엘립소이달 리플렉터 스포트라이트>

라) 파 라이트(PAR Light)

PAR 램프와 베이스 그리고 원통형 몸체로 구성되는 파라볼릭 알루미나이즈드 리플렉터 라이

트(parabolic aluminized reflector light)의 준말. 2∼8인치의 파 램프를 사용하며 PAR16, 

PAR46, PAR56, PAR64 등으로 불린다. 무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8인치 램프를 사용하

는 PAR64. PAR64에는 주로 1,000W 램프를 사용하며, 빛이퍼지는 정도에 따라 CP60/EXC, 

CP61/EXD, CP62/EXE 등으로 나뉨. 파 라이트, 파캔(can), 간단하게 PAR 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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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콘솔(Console)

조명콘솔은 다중회로의 개별 조정 및 라이트의 디밍, 메모리 등을 종합 컨트롤 할 수 있는 조명 

시스템의 핵심 장비. 이 시스템은 120/240/360/512/1024 등의 채널 컨트롤이 가능하며, 무빙

라이트 및 각종 효과장비를 조작, 제어할 수 있어야 함. 메모리 진행 및 큐 진행 등의 상황에서 

다중 화면 보기 모드를 자유로이 선택하여 컨트롤 함

<사이클로라마 라이트> <무빙 라이트>

자) LED 조명(LED light)

LED를 이용한 광원을 사용하는 조명기. 재료와 구성에 따라 다양한 컬러로 발광하는 LED를 혼

합하여 무한한 색상을 만들 수 있음. 무대용으로 개발된 LED 조명기에는 빨강, 초록, 파랑, 백

색LED를 각각 단색으로 혼합하는 개별 방식과 1개의 소자에 각 컬러를 모아서 1개의 광원이 컬

러가 변하는 4 in 1(포인원) 방식이 있음. LED소자의 구성에 따라 데이라이트와 텅스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명도 가능하며, 일반 조명기에 비해 전력 소모가 적고 수명이 길며, 디머없이 

DMX 컨트롤 만으로도 디밍을 할 수 있음

차) 딤머(dimmer)

조명기에 전달되는 전기의 양을 제어하여 빛의 강도를 제어하는 전기 및 전자 장치. 방송국이나 

공연장의 경우 콘트롤 모듈을 포함한 디머를 한 세트로 장착한 디머 랙 방식을 사용 하고 있으며 

강당, 소극장 등의 경우 벽 또는 조립식 함에 부착하여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는 디머 패널 방식을 

사용함 

<LED 조명> <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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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매·발주 진행 지침

사업계획

규격서 작성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 공고

계약 / 발주

인수 / 사업종료

발송장비산업센타
Help Desk 지원

●사업개념
●요구사항
●예산 결정
●사업자 선정
●기준수립

발주 준비

NO

NO

NO

NO

규격서 
심의

산업체 제안서
평가

협상 대상자
선정

낙찰자
결정

발송장비산업센타
Help Desk 지원

●방송 환경  
 측정 평가

공정 / 품질관리

발송장비산업센타
Help Desk 지원

사업계획

01

입찰

입찰자료 사전공계

제안 입찰, 입찰

입찰평가

입찰

입찰자료 사전공계

제안 입찰, 입찰

입찰평가

지침심의

평가위원회
정량적, 정성적

기술평가

설치

협상(조정)

설계 승인

시공

준공

설비 평가
(정량, 주관 평가)

설계 변경
(감독, 감리)

설치

협상(조정)

설계 승인

시공

준공

설비 평가
(정량, 주관 평가)

설계 변경
(감독, 감리)

HELPDESK
지원





기존 업무 수행도

계획

건축 기획

설계업체는 영업
이익을 최대화하
기 위해 설계과정
부터 협력사의 특
정제품구성 및 과
설계가 상습적으
로 이루어짐

예
산
편
성

설계 확정

건축 설계
(설계단)

방송 과업 설계
(기술단, SI업체)

설계 초안 작성
-기술기준
-제품규격
-시공내역
-시공계획

계획

HelpDesk 업무 수행도

건축 기획

설계초안 및
설비평가 시
HelpDesk 
지원
규격서 
기술평가 
지침 적용

예
산
편
성

설계 확정

건축 설계
(설계단)

방송 과업 설계
(기술단, SI업체)

설계 초안 작성
-기술기준
-제품규격
-시공내역
-시공계획

HELPDESK
지원

가.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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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계획 수립

1) 사업수행 내부 조직 구성 및 역할 정의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의 역할과 책임 및 운영방식에 대해 정의

◉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권자, 사업총괄책임자, 사업담당자, 필요시 외부전문가, 

관련부서 등으로 구성된 추진체계로 각 담당별로 수행할 역할을 정의

2) 사업 범위 및 방향성 수립

◉ 사업예산 확인 및 검토

◉ 관련 이해 관계자 파악

◉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수립

◉   발주기관 실무자, 운영 실무자, 과제별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 사업 수행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추진 범위에 대한 협의 및 범위

와 목표를 설정

◉ 방송 시스템 정의 

◉ 방송 시스템 운영 방침

※ 구내 방송장치(방송장비)는 중소기업 경쟁물품으로 분류, 분리발주(관급), 턴키 발주금지

3) 사업추진범위확정 및 의사결정자 승인

위에서 구성 된 내부 조직과 사업 추진 범위 등을 확정하여 본 사업의 최고 

결정권자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걸쳐 사업을 추진

다. 사업추진방법(구매유형) 결정

구매발주 담당자는 기관이 추진하고자하는 방송시설 및 방송장비 구매설치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물품구매와 용역 중 선택하여 발주를 추진함

● 물품구매 :   방송시설 및 방송장비를 구매(제작구매 포함)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물

품의 설치까지를 포함, 현재 방송장비 조달 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구매유형

● 일반용역 :   방송시설 및 방송장비 구매 시 설치는 물론, 기술인력 파견, 유지보수, 더 

나아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방송장비 운용 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방송

장비 시스템의 설계까지 포함하는 구매 유형

기관장

총괄

문화 회계시설

일반용역

※   용역은 업무 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

법 2조 제3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4호 전력

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 9호, 소방법 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의 제1호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 용역으로 분류, 따라서 방송 장비 구매 구축 용역은 일반용

역에 해당

라. 사업추진 계획서 작성 

1) 사업추진계획서의 정의

◉   사업계획서는 사업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길잡이로써, 객관

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

◉   체계적으로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

2)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절차

◉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안)작성, 사업계획서(안) 검토, 사

업계획서(안) 수정 및 확정의 3단계의 절차로 작성(행정자치부, 2014)

◉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한 개념 및 

요구사항을 상세화 하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기술을 검토하고 소요자원 및 예산 등을 문서화하여 사업 내용을 구체

화하는 단계에 해당

◉   사업필요성 검토 단계에서는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윤곽을 제

시하고 사업을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 수행의 근거를 검토

◉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기관/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

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세부실행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추진 전략 및 방법을 확정하고 목표 

시스템 구성도를 제시하고 시스템 규격 및 구성을 확정

◉   세부실행계획 수립 내용에 추가적으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검토하고 사

업비를 책정하여 사업계획서(안) 작성을 완료

3)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원칙

◉   추진배경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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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관점에서 사업성을 분석하되 사용자(내부 운용, 대관 운

용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인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분석

◉   사업 추진 경위

-   정부 관련 기관의 시기별 추진 내역을 기술하여 본 사업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고, 주요내용위주로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참고할 수 있

도록 표현

◉   사업목표 및 내용

-   해당기관의 사업 추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명하되, 

“기관의 정책목표(경영이념) 또는 문화정책”과의 관련성이 표현되도

록 기술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와 당해 연도 소요예산을 각각 작성하

고, 문예지원사업 등 예산 신청에 따른 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요청금

과 신청기관 부담금액을 구분하여 기술

-   일반적으로 구축비용과 기간에 대해서는 구축 요소/장비/브랜드 별로 

가격 및 기간이 각각 상이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

◉   법제도적 근거

-   각 기관의 사업에 해당 또는 관련된 법제도적 근거 제시 필요

4)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   방송 장비 사업계획서 작성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서(안) 검토 시 기

술시행 여부와 보안성 필요 여부를 검토

◉   발주기관은 정보접근의 기술적 편의성 및 적절한 방송 장비 시스템 선정

을 통해 방송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방송 장비 운용, 사

용 편의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 계획을 검토

◉   방송 장비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는 정보화 사업의 예산이 확

정된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수행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

◉   사업추진계획서(안) 검토는 기술평가와 운용/유지보수의 두 가지 점검 

항목으로 나누어짐

발주준비

02
가. 사업개념 및 요구사항 상세화

입찰희망자(또는 계약상대자)에 기관의 해당 발주 사업을 통해 기관이 최

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

 입찰희망자(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사업 추진 방법을 변경하는 등의 문제발생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

 구매발주담당자는 추진하고자하는 방송 장비 구매발주사업의 최종 목표. 

즉, 기관이 본 사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또는 기관

의 업무변화(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기본시스템의 요구사항 정의

◉   해당사업을 통해 기관이 구매를 원하는 방송 장비에 대한 세부적인 스펙

(기술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단계

◉   이 단계에서는 목표하는 방송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스피커, 믹

서, 앰프 등의 내역 및 기능요건 등의 필수 요구사항, 구성요건에 대해 

정의

◉   추가로 목표하는 방송 시스템이 반드시 구현하거나, 방송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이용에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 정의한다면 요구사항에 대한 정

의는 보다 명확해짐

2) 발주계획서 작성

◉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인 사업예산, 사업기간, 제안요구사항, 

입찰공고방법, 제안서 평가 선정기준 및 절차, 주요 계약조건, 사업관리

감독 방법, 하자보수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3) 인수전략 정의

◉  최종 납품 후 물품을 인수(검수를 포함)하기까지의 전략을 정의 하는 것

◉    사업자가 납품한 방송 장비가 기존 장비와 상호 호환하여 기관의 정보통

신(방송) 업무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납품 전 또는 납품 시 상호호환성 및 운영테스트를 포함하여 전략을 추진

하는 것을 권장

◉   유지보수서비스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에는 국산·외산장비 간 차별 

없이 적정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하자보수 1년, 용역기간은 2년 이상

을 권장함

방송장비 

사용목적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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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체계 수립

사업의 필요성, 목적, 요구 사항 등의 발주목표를 정한 후 이에 맞게 사업

을 추진할 내부 조직구성 및 역할을 정의하고 사업일정 및 보고체계 등의 

계획을 세우는 단계

1) 사업일정 및 수행조직 구성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추진 업무와 계획, 일정을 전략적으로 수립하

고, 활동에 투입될 실무자들의 명확한 역할을 정의하여 정보전달 체계 

등을 수립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 수행 조직 뿐 아니라 각 추진 조직의 역할 및 

기능을 정의하여야 함

구분 주요역할 및 책임

수요자(주관기관)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 방침 수립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

조달청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체결 등

감리법인 감리 시행(필요시)

사업자 사업수행

◉   필요시 정보화 전략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추진 계획서 및 예산 등을 

확인하여 사업 수행에 대한 체계를 수립

다. 사업규모(예산)결정(추정가격산정)

1)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산정

◉   구매발주 담당자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추

정가격을 산정하여 사업규모(예산)을 결정하여야 함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직전년도 말에 계획안을 마련하여 예산 조기 집행

을 통해 해당연도 상반기 중 발주하게 되므로 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

용 예산은 연말에 수립하게 되며,

부가세 포함여부

기관장

총괄

문화 회계시설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의거

 -   확보된 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용 사업 전체 예산안 중에서 사업의 경중 및 시기, 

사업 추진의 난이도(일정 수준이상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등을 판단하여 분리하

여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   최종적으로 분리된 각 단위 구매사업별로 추정가격을 산출 후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야 함

 -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장비 구입비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계상 또는 조정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

•   주관기관의 담당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

사·확인한 가격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

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 중에

서 선택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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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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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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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우선으로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함께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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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권고

라.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정(추정가격산정)

1) 기본원칙

◉   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에 적격한 사업자의 선별을 위한 공고

를 진행하기 위해 입찰방법과 낙찰방법의 선택이 선행되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계약방

법은 일반경쟁, 경쟁방법은 입찰이 기본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

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명경쟁 입찰, 제한경쟁입

찰, 수의계약이 가능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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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

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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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방법 선택

◉   입찰방법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이 

있으며, 해당년도의 방송장비 구매.설치 사업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택

가) 일반경쟁

◉   국가계약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입찰방법으로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를 모두 입찰 경쟁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

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일반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일반경쟁

일반경쟁

근거명시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나) 제한경쟁

◉    일반·지명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

로써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한 제도로 일반 및 지명경쟁의 

중간적 성격의 계약제도

※   관련 근거 : 국가계약령 제21조 제1항, 국가계약규칙 제24조,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및 5호 제한경쟁은 국가계약의 기본원칙인 일반경쟁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으로 이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명

시되어 있음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구매·용역, 기타계약으로 지역의 제

한이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

고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

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

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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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질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6.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

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

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

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11.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에 입주(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만 해당한다)한 자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

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

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   제한경쟁의 진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은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 제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이 있음

※   제한경쟁입찰 참가기준이 정해지면, 사업설명일 7일전까지 입찰참가적격자에 입찰참가통지를 할 수 있음

근거명시
다) 지명경쟁

◉    발주자가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 다수의 경

쟁참가자를 지명하는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긴급구매 시 유리함

-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함으로 인해 계약이행

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경비 절약 및 절차를 간소

화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

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

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

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나.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③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

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

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

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

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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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

으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

할 수 있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

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

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

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지명경쟁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명경쟁의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를 준비하여 감사원에 제출

하여야 하며, 지명된 사업자로부터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

야 함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

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건설산

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매입할 경우

4.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5.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

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

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8.   법 제7조 단서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

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

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

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지

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

가.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나.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

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제29조(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지명경쟁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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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지명경쟁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 항

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로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

한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제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라) 수의계약

(1) 수의계약

경쟁 입찰에 부치지 않고 특정의 상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예외적으로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

수의계약이 인정되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

■ 5천만원 미만인 용역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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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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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목의 경우

근거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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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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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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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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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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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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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다음 각 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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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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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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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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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

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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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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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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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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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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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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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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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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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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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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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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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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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

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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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

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

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

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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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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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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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

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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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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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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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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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해당 물품을 인증 또는 지정한 날부터 3년(해당 물품

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이 유효한 기간만 해당한다)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주무부장

관이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인증기간 또는 지정기간과 연장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짧은 기간 동안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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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 호

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1호 다목·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 나목·다목 및 제5호 다목·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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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보고받은 사항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은 공고에 의한 공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특수한 계약방식으로 국가계약사

무의 공정성 원칙 등의 준수를 위해 수의계약 진행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관련 근거서류를 

필히 비치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7. 기타 참고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

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 호가목·다목, 제2호, 제3호가목부터 마목

까지,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호다목·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

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   추가적인 예외사항으로,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

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

-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의 대상자 기준은 입찰참가자를 포함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

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예정가격이하)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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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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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

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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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

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3) 낙찰방법의 선택

가) 적격심사

◉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

사하여 낙찰자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반경쟁 입찰 시 낙찰자 선정의 기본

원칙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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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ㅍ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

사하여 낙찰자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 시 낙찰자 선정의 기본

원칙

-   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사

업, 정보화사업(방송장비) 등 지식기반 사업의 경우에 대해 우선 적용

되는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권고

4)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에서의 우선적용

가)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에서의 우선적용

◉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은 기관의 정보화 자산의 가치 및 활용도를 극

대화하는 정보화시대의 인프라 사업으로서 무형적 기술·지식 집약도가 

높은 내용을 계약목적으로 하고, 사업특성상 다양한 요구 조건과 그에 

적합한 사업자 및 기술이 무한하여 높은 품질과 완성도에 충실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최우선 고려하여 반영

관련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다), 중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정보통신

장비의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매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 정보통신장비의 사용 현황을 매년 조사할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률 제1276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기

술·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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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와 관련한 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

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

신체제를 말한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

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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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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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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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제3항에 따른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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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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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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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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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상

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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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제안서 

평가팀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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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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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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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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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상대상자 선정

◉    방송장비 구매.설치 사업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한 낙찰자 선

정 방법은 기술평가와 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종합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를 기준(기술능력평가 80%,입찰가격평가 20%)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

할 수 있음. 분야별 배점 한도는 기준으로부터 ±10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수요기관들은 방송장비 구매사업의 특성과 기술 수준, 그리

고 상호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대 가격비율 90:10 또는 

70:30으로 조정이 가능함

※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장관장과 협의하여아 함

관련지침  「IT네트워크장비 구축ㆍ운영 지침」

제8조(제안서 평가) 

①   수요기관은 IT네트워크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제안서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계약법 행령 제43조, 제43조의2 및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관련고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6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

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송장비 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기술부분비율

정량 : 정성

10 : 90

20 : 80

30 : 70

점수비율

기술 : 가격

90 : 10

80 : 20

70 : 30

 간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방송장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단,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채널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2.   “방송장비”란 방송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작장비, 송출장비, 송신장비, 수신장

비 등의 장비를 말한다.

3.   “발주기관”이란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발주하고자 하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

한다.

4.   “규격서”란 발주기관이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대상자들에

게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제안요청서, 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추정가격 기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적용된다.

제4조(규격서 초안 사전공개) 

①   발주기관은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구축하고자 하는 방송장비의 규격,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규격서 초안

을 산업계에 사전 공개하여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 초안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 일반이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를 통하여 5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③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서 초안에 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규격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규격서 심의위원회) 

①   발주기관은 방송장비 구축 사업별로 규격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격서를 확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규격서 심의위원회」(이하 “동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외 방송장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

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방송장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을 보

유한 발주 기관은 자체적으로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발주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

원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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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위원 추천 명단을 발

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규격서 심의·확정) 

①   규격서는 사업계획서, 규격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심의위원 전원 합의로 확정

하되, 심의위원간 전원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

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②   발주기관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이 수량 및 발주일자 변경 등 동 발주기관이 기 발주했던 사업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생략하고 규격서를 확정하자는 발주기관의 신

청과 이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으로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제안요청서 공고) 

①   발주기관은 「규격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서가 확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최소한 10일 이상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는 인터넷 게시, 신문광고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공고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 

①   발주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평가를 위한 “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풀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자 평가) 

①   발주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경우, 방송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사업자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평가기준, 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사업자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방송장비 구축·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실태 조사

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

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

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

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

구분 평가항복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평가 20 ※ 평점산식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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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최저입찰가격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2) 기술능력 평가방법

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용역이 포

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노무 

용역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 

한다.

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술 대 가격 비율 80:20을 기본으로 하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하므로, 단순 구매가 아닌 방송장비 구매사업의 특

성과 기술 수준, 그리고 상호 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명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

조 및 제7조제2항)

기술(정량+정성)

평가 결과

85%이상 업체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 “가격평가”보다 당해 사업

의 이행능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여 당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점으로 - 만약, 기술능력평가

의 결과가 80점 만점을 기준으로 85%가 넘지 않을 경우, 가격평가점수

와 합칠 수 없도록 하여 사업수행능력이 미달하는 자는 협상적격자 대상

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음

관련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05호(2012.4.22.)

※ 단, 행정안전부예규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하는 기관에만 적용되는 사항임

4. 제안서의 평가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1>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

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 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다.

마.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바.   “마”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

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

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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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표

(계량화)

■ 기술인력 보유상태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
■ 신인도 등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객관

적지표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주관적

평가

용역·

물품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등

60 ■ 평가위원이 평가

공사

■ 정책 이해도
■ 마스터플랜 반영도
■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등

입찰가격

평     가
20 ※평점산식 : 아래

주1)   정량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 등과 창의성·기술성·전문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

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주3)   정량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이 되게 해야 하

므로 아래산식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추정)가격의 87.745%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   관련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8항)

※ 관련행정규칙 : 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 낙찰자 선정

가) 최저가 낙찰

◉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가장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는 방식

-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범용적인 규격이 정해져있는 물품의 구매 

등에는 적합

※   높은 무형적 기술·지식 집약도를 요구하는 계약인 방송장비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목에 의거하여 

방송장비 구매사업은 지식기반사업으로 분류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

선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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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개정 1999.9.9., 

2000.12.27., 2003.12.11., 2006.5.25.>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물

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납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으로서 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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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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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2단계 적격심사

◉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정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

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후 적격자

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

-   고도의 네트워크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업과 같이 수행

업체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사업이나, 기관의 네트워크 방송장비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의 용역과 같이 적정 규격 및 요구사항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

◉   2단계 적격심사 방식은 가격입찰 시점에 따라 크게 규격과 가격을 분리 입찰하는 2단계 경쟁 

방식과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구분

-   (2단계 경쟁) 기술제안서(규격) 입찰을 먼저 진행하여 기술(규격)을 먼저 심사하고, 적격자

에 한해 가격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1단계 심사결과에 따른 기술(규격)적격자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국고에 부담이 적은 가격을 유도할 수 있음

-   (규격·가격 동시입찰) 기술제안서(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되, 기술(규격) 심사를 먼

저 진행 하여 적격자에 한해 가격개찰을 진행하는 방식. 입찰자는 최초 투찰한 가격을 변경

할 수 없는 대신 자신이 제안한 기술(규격)에 가장 적합한 최적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업체 

간 과도한 경쟁에 의해 당해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무리한 투찰을 방지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

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

찰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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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

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 등에 따

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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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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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추가원칙

가) 구매목표비율제도

◉   구매목표비율제도란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

해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구매계획(목표)을 수립하고, 중

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제도

-   (적용대상) 물품, 공사, 용역사업에서 구매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목표비율을 수립·준수함

*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으로 구분

◉   (구매목표비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

-   단, 특성상 이를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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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구분 구매목표비율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50% 이상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여성기업제품

물품 총 구매액의 5% 이상

공사 총 구매액의 3% 이상

용역 총 구매액의 5% 이상

장애인 기업제품 법제상 규정비율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

적을 중소기업청에 통보하여야 함

-   실적부진기관은 점검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실적부진기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미이행 기관은, 권고조치예정 및 권고조치 결과 이

행 여부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

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

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

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

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

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

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의 장관

나.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

다.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검찰청·병무청·방위사업청·경찰청·문화재청·농촌진

흥청·산림청·중소기업청·특허청·기상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라.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

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

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

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

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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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액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

율과 구매목표액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

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제5조의2(구매실적의 제출요구)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제4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작성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시 입찰자격을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

-   지정기준은 국내에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해당제품 조달의 대

기업 참여가 제한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청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말 고시함

-   해당제품의 조달구매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함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

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

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

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

자를 결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

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

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해당 제품의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 등을 충

분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

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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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 가능성

2.   해당 제품 관련 중소기업자의 육성 필요성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쟁제품은 그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4(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마. 규격서 작성

공공구매 조달과정에서 제안요청서는 방송장비 구매·설치 사업을 최초로 

외부에 알리는 발주에 대한 행정행위로서, 사업자 선정의 기준이자 차후 

구매 계약서의 근거가 되는 핵심문서로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까지 좌우

-   제안요청서는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구매제안서 상

에는 해당 방송장비 구매.설치의 개요와 규모, 일정, 요구조건, 입찰참가 

조건 및 세부 계약 조건들을 수록해야 함

-   방송장비 구매.설치 작성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달청 및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규격서 사전검토 등 사업의 성공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상 장치 등이 마련

모델명, 크기, 무게 

특정기술규격 삭제

규격서 사전공개란 본 공고 시행에 앞서 제안요청서 안을 사전에 외부에 

공개하여 혹시 모를 제안 요청서상의 모순 또는 불공정요소를 공개 검증하

는 절차

가. 규격서 사전공개

수요기관은 입찰참여의 균등한 기회제공을 통한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 전 제안 요청서를 사전 공개·열람토록 함

-   방송 장비는 세부적인 요구 기술조건이 경우에 따라 입찰(납품) 가능한 

장비가 한정되어지는 강력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사전공개 공개 기간) 공개일로부터 5일간하고, 조달청 “나라장터(www.

g2b.go.kr)” 및 수요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음, 긴급 사유 필요

-   (사전공개 절차 생략 조건) 수의계약인 경우, 관계 법령에 등에 의해 비

밀을 요하는 경우

기존 장비와의 상호 호환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발주자가 미

처 인지하지 못한 제안요청서 상의 불공정요소*는 향후 낙찰자 선정 과정

에서 발주자와 제안서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등의 문제의 

소지로 발전할 수 있어 본 공고 이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외되어야 함

*   특정 장비 제조사의 고유 기술 규격(인터페이스 등)이나 특정 장비를 지명하는 기술규

격 등 특정 업체를 지명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항목으로 주로 기존 제안요청서 또

는 사용 중인 장비의 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발생

*   다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특정모델을 명

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에 명시

*   단,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로 인하여 특정스텍이 요구되는 경우, 기존 자이의 교체, 확장, 

기존 SW의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예외 적용(특정 사유 명시 필요)

사전공고  
및 심의 

03

모델명, 크기, 무게 

특정기술규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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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지침

제4조(규격서 초안 사전공개) 

①   발주기관은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구축하고자 하는 방송장비의 규격,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 규격서 초

안을 산업계에 사전 공개하여 입찰참여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규격서 초안은 나라장터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 사이트 등 일반이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를 통하여 5

일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이상 공개할 수 있다.

③   사업 참여 희망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서 초안에 대하여 전자문서 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규격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규격서 심의위원회 구성

◉   공공기관은 규격서의 사전심의와 규격서 확정을 위해 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10인 내외 ‘규격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

해야 함

◉   발주기관은 방송장비 구축 사업별로 규격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

견 등을 반영하여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규격서 심의위원

회」(이하 “동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

◉   동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외 방송장비에 관한 전문

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방송장

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을 보유한 

발주 기관은 자체적으로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심의위원은 발주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과반

수 이상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원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임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위원 추천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공

※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전파방송관리과 : 02-2110-1976 

방송장비산업센타 : 02-6388-6143  

[Kobec@gokea.org, www.kobec.org]

◉   제안요청서의 심의위원회는 제안요청서 내 특정업체의 명칭, 규격 등 불

공정요소가 명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의하여야 함

Kobec  

Help Desk

02-6388-6143~4

◉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함

* 평가일정, 평가장소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수요기관의 장이 정함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지침

제5조(규격서 심의위원회) 

①   발주기관은 방송장비 구축 사업별로 규격서 초안, 사업참여 희망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규격서 심의위원회」(이하 “동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 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국내·외 방송장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

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단, 방송장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10인 이상

을 보유한 발주 기관은 자체적으로 동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발주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고, 나머지 위

원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선임한다.

④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내에 위원 추천 명단을 발

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제안 요청 공고서 작성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안요청서에 대해 발주기관은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 제 24조에 의거하여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가. 구매관리번호

나. 수요기관명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라. 계약방법

마.   낙찰자 선정방식(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 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

수조건, 일반조건, 입찰 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매·발주 진행 지침

102 103

P
ub

lic authorities B
road

casting
 E

q
uip

m
ent  S

ystem
, setup

 &
 op

erating
 instructions

공공기관의 경우,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

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 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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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중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

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음(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조) 입찰공고의 시기는 입찰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행하야여 함

※   예외의 사항으로 시행령 35조 4항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

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입찰 공고

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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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

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

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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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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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

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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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공고 작성원칙

1) 입찰 공고 명시 사항

◉   사전심의 내용과 요청사항 등이 반영된 제안요청서를 사업 수행시 내부 진행 또는 외부에 의뢰

하여 진행할지를 검토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혹은 신문광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

- 내부 : 일간신문 등 매체를 통해 공고

- 외부 : 나라장터를 통해 의뢰(조달청 나라장터, http://www.pps.go.kr)

◉   입찰 공고 시에는 공급처에서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

1. 사업명 : ○○○

2. 사업내용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4. 사업금액 : 금 □□□,□□□,□□□ 원

5.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 00:00 까지, 장소 : ○○○○

6.   입찰 참가 등록 

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 00:00 까지, 장소 : ○○○○ 

계약방법 : 발주 준비 단계에서 선정한 방법으로 공고 

입찰 참가 자격 : 

낙찰자 결정 방법 : 발주 준비 단계에서 선정한 방법으로 공고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법인 인감증명서

5.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기타 서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구비 서류

1. 입찰참가 공문 2. 서약서

3. 제안서 4. 가격제안서 1부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5. 제안발표용 PPT 저장매체(CD, USB)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입찰공고 기간

-   입찰공고기간은 제한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0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법정 공고일수)까지 공고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   수요기관 및 각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증이

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것 등 입찰 자격요건을 증명하여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

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

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 공고 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는 계약관련 사항이 많으므로 정보화 부서 담당자는 구매 관련 부서와 

계약조건,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사전 협의

◉   발주기관은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과 같이 다수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

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1,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 제안서의 우편접수 여부를 명시하고, 정보처리장치(CD,USB) 제출요청은 제안사가 기 제출한 제안서

의 지적재산권 보호차원 등에서 지양

※ 정보처리장치(CD,USB)는 최종 낙찰 이후 PDF형식으로 제출토록 명시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서 동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 연락처(유·무선 전화, 이

메일, 연락가능시간 등)를 반드시 제시하고,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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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명시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

도록 명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명기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 발표 시 별도의 동영상 상영 등에 대해 명시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발표평가를 할 경우 제안요약서는 생략가능하되,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명시

재공고

-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시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시에도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추친할 수 있음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

나.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이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

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국가법 시행령 제 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에 의하여 작

성된 가격을 말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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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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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

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

우에는 총공사·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총제조금액 

(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예정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

액이 됨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초금액과 복수예비

가격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작성(시행령 제9조)하고 나라장터로 공개

- 단, 협상계약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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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

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

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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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

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

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

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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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

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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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입찰 진행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일반 경쟁 입찰을 원

칙으로 함.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가능함

구분 내용 국가계약법

일반경쟁입찰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제공과 경쟁성 제고를 위해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8조

제한경쟁입찰
계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입찰사무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법령에 정한 내용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가능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25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지명경쟁입찰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참가자를 지정하여 경쟁 입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9조

수의 계약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경쟁입찰의 예외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

시행규칙 제32조  

내지 제37조

위의 방식 중 발주 단계에서 사업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선정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함

가.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송장비 구축·운영의 경우, 물리적인 상품의 대량생산에 기반을 둔 산업

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산업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격만으로 상품의 가

치를 결정한다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사업자 선정 시 가격평가 이전에 기술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10인 내외로 구성

*   수요기관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공무원, 학계, 연구

계, 산업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운영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관리

하는 평가위원 명부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고, 조달청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 

제11조에 따라 선정함

◉   제안서의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 평가항

목은 기술평가 가격평가로 구성하여 각 요소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함

※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가급적 7일 이내에 제안서평가를 실

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 기관이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요청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방송장비 구축ㆍ운영 지침

제8조(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 

①   발주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평가를 위한 “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풀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자 평가) 

①   발주기관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경우, 방송장비 구축 사업자를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의하여 선정하되, 사업자 평가방법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평가기준, 평가일정, 평가장소 등 평가위원회의 사업자 평가에 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사업자 선정  
및 계약

05

Kobec  

Help Desk

02-6388-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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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 제11조에 따

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별표 1]과 같이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

서 추첨으로 선정 한다

④   수요기관 사업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별 평가위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사업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평가위원의 분류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 제5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제안서평가는 평가집행자가 별도 지정한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한다.

⑧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기술 평가위원 규정」 제11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

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

기술성평가, 가격평가, 사업이행 능력평가 등으로 협상대상자를 결정

1) 기술성 심사

◉   심사 시 발주준비단계에서 선정한 평가요소를 반영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 판정기준 등을 정하여 기술성을 평가

-   (시스템 평가) 도입 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지 평가

-   (기능 평가)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

-   (보안 평가) 보안을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가를 평가

◉   개별 평가 항목별 세부 사항 정립과, 평가 항목들을 객관화 하여 기준 및 요소에 따라 총 배점한

도를 100점 기준으로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점을 나누고 한 항목 당 배점한도가 

30점을 넘지 않도록 함

[평가 항목 표 ]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객관적 지표

(계량화)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20

계약담당자가 평가

-   각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는 

객관적지표 전체 배점의 30%

를 초과할 수 없음

주관적

평가

용역·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

60   평가위원이 평가

공사

 정책 이해도
 마스터플랜 반영도
 지역경관과의 조화성
 설계의 우수성·창의성 등

입찰가격

평     가
20 ※평점산식 : 아래

2) 가격 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은 입찰업체의 입찰가격 중 최저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최저입찰가격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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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 심사

구분

심사항목

납품이행
능력

입찰
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10억 원 이상 입찰

평가

항목

과거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용평가)

입찰

가격

(가점)

기술보증

디자인보증

품질보증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감점)

납품지연

보도

또는 

파산

배점 45점 55점

(가점)

최대3점

(감점)

최대2점

(감점)

30점

10억 원 미안 입찰

평가

항목

경영상태

(신용평가)

입찰

가격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배점 30점 70점

중소기업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점수

심사 방법 평가 기준 배점

중소기업의

참여 지분

60% 이상 5.0

55% 이상 ~ 60% 미만 4.0

50% 이상 ~ 55% 미만 3.0

45% 이상 ~ 50% 미만 2.0

45% 미만 1.0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과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등으로 판단

-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프트웨어사

업자 신고확인서’에 명시된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금액이 ‘0원’인 기업

다. 낙찰자 결정 및 협상

1) 낙찰자 결정 방법

◉   발주준비단계에서 선정한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

◉   정부는 2013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ICT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통해 방송장

비 구축.운영 사업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공고

투찰

낙찰자 선정

애정가격결정

사전심사
대장

설명회
대상

개찰

적격심사
대상

현장과업 설명
Y

적격심사
Y

사전심사 진행
Y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입찰공고

협상전자시담등록

전자시담개찰

최종 낙찰자 선정

예정가격결정

기술평가 결과등록

단일예가

복수예가

협상

유찰, 개찰완료

재협상

유찰, 개찰완료
개찰

시담개찰
경과판단

입찰방법 
결정

기초금액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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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의 내용

◉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0점으로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 (기술점수+가격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조달청은 전문기관에 입찰결과를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주관 기관에 전달

•   동점자 처리 : 합산점수가 동일인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

8조 제2항)

(1)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의 제안

내용 등

(2)   협상의 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3

조 1항)

(3)   기술협상서 협의 및 작성 시 유의 사항 :

※   제안요청서 사업내용과 제안서에 근거한 기술협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사업자에게 불공정 요구를 할 수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

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

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하

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관기관은 제안서의 기술성 평가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안 내용을 발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일반적

으로 제안 발표시간은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실시

라. 계약

1)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조달청은 기술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5조)에 사업자와 계약을 체

결해야 함

◉   계약절차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에 하도급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에 필요한 서류

- 표준계약서, 입찰유의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   공동수급행정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등을 고려한 계약서를 준

비해야 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

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

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상세내역, 기술협상 내역 등을 최종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 될 

부분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승인

◉   계약이 체결 되면 10일 이내에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착수계를 작성하고 용역공정예정표,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함

- 착수계에는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등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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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함. 변

경 시에는 계약서뿐 아니라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도 같이 변경 하여야 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에 따른다.

▶
가. 이행 및 품질 관리

◉   작성 된 사업수행계획서 상의 내용들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요구사

항 충족여부 확인과 품질 관리 및 중간보고서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수행

- 사업의 변경사항이나 대금집행 하도급 관리도 이에 포함

◉   물품구매 시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 기일까지 해당 물품을 지정한 장

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에는 제작사 상호 및 계약 번호, 취급 시 

주의 사항 등을 기입하여 납품

◉   계약 당사자는 물품의 품질 수량 등을 검수하며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하며, 

상이함을 발견했을 시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

도록 청구 할 수 있음

◉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관리 감독을 직접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을 따

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한 감독 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의 업무 범위는 사

업 목표의 달성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검토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

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

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이행  
및 관리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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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수 및 사업종료

◉   사업 종료 후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인수 전략과 조건 등을 조율

◉   요구사항별 시험 테스트 및 검사가 이루어지고 인수 정산 및 사업완료 보고서 등 산출물을 취

합하여 관리 이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함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

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

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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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지침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하려는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등 기술

2. 사업 범위
- 구축하고자하는 방송장비 제반 시스템 내용 기술

- 설치 장소 및 사용 목적 기술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발주기관의 사업관련 명확한 비전, 최종목표, 추진목표를 명확하게 기술

2. 추진체계 및 역할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주관기관, 관련기관, 사업자 등)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도식화 

하고, 주요 역할 및 책임을 상세히 기술

3. 추진 일정
본 사업의 수행기간, 계약기간, 일정별 주요 이벤트를 월별 또는 업무별로 제시(장비납

품/설치 요구 일정, 감리 등)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제안 요청한 사업명, 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간략한 기술

2. 세부 수행 업무 본 사업을 통한 제안사의 업무 범위 정의

3.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방송장비 구성도를 제공하여 사업의 규모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4. 장비 규격 요구사항
- 도입장비 관련 일반구성 요건

- 도입장비 목록 및 규격서

Ⅳ.   사업관리 및 지원 부분 

1.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추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팀 구성, 의사소통, 교육 등 사업관리 또는 지원 이슈 

등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기원을 위한 필요한 요건 기술

Ⅴ. 제안안내

1. 제안 안내서 입찰관련 정보, 사업자 평가 선정방법, 제안서 작성요령 및 기타 유의사항

[붙임] 평가와 관련된 일반정보 등 요청양식

Ⅲ. 제안요청서 작성 방법
가.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1) 제안요청서의 정의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이

며, 제안서 작성 및 평가, 업체선정의 기준이 됨

또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 구매·설치 사업을 발주할 때 세부적인 요구사

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제안요청서에는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제

안서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술함

■ 과업내용

■ 요구사항

■ 계약조건

■ 평가요소, 평가방법

■ 제안서 규격ㆍ제출방법ㆍ제본형태

■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 기술적용계획표

- 표준산출물 작성 및 제출

■ 그밖에 필요한 사항

나. 제안요청서 작성 원칙 

1) 정보화사업 관련 법 제도 준수

제안요청서는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소관 법령, 고시, 

계약예규 등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작성함

2)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술

방송장비 구매·설치 요구사항별 필요한 기술수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하여 상세하게 기술함

3)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제공

방송장비 구매·설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안

사가 제안서를 작성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제안요청서  
작성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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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매모호한 요구사항을 배제하여 기술

애매모호한 문구나 현실적이지 않은 과도한 요구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경

우 향후 제안업체와의 분쟁이 우려되므로, 과업이행여부가 검증될 수 있도

록 기술 함

5) 개방적인 표준에 근거한 요구조건의 기재

기술적 요구조건의 내용이 중립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특정 HW, SW기

술, 브랜드 명을 명시하거나, 해당 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한 제안요청서 작

성은 지양함

다만 기존 장비와 상호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제품명을 기재할 필

요가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함

◉   개방적 표준이란?

①   오픈된 참가 프로세스 하에서 합의되고, 구체적 사양이 실현 가능한 레

벨에서 공개되고 있는 것

② 누구나 채택 가능한 것

③   기술표준이 실현된 제품이 시장에 다수 있는 것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

족하고 있는 기술 표준을 의미

가. 사업개요 

사업의 추진배경, 필요성, 추진경과 등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일목요연하

게 정리함. 특히, 추진경과는 과거의 사업수행계획이나 결과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제안업체가 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안

서 작성을 용이하게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전체적인 업무구성도(전체업무 개요를 도식화) 작성함

-   관련부처·조직·서비스 대상자 등을 기술, 본 사업의 정보교환 및 

상호간 연계성을 도식화업 내에 포함된 업무명, 업무개요 및 기능, 수

행조직, 관련기관, 정보화 여부 등을 기술함

제안요청서 
작성 따라하기 

02

◉   업무조직도 작성 :   업무와 관련된 수행조직은 조직도를 참조하여 도식화하고 각 조직별 역할을 

기술함

다. 사업 추진방안 

사업추진방안으로 발주기관의 목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 및 방향을 기

술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역할을 기재하여 단계별 추진일정, 추진방안을 작성하도록 함

- 본 사업의 목표와 필수적인 전략·방향

-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역할

- 본 사업 추진의 주요 일정(주/월 단위)

-   본 사업의 주요 추진방안을 제시, 긴급발주 여부,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여부, 분리발주 여부, 

대기업 참여제한여부 등

라. 제안요청내용 

◉   기술제안서의 핵심부분으로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유형별로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의함으로써, 사업자가 본 사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안하여 사업수행 시 과업내용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마.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과 작성요령, 목차, 각 목차별 세부 작성 지침을 제시하여 제안사별 동일한 목차에 

따라 작성하게 함으로써, 제안내용에 대한 비교 및 평가가 쉽도록 하고 제안요청 내용을 충족하

였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함

1) 제안서의 효력

■ 작성 내용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을 기술함

■ 작성 방법 

제안서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입찰 시 제출해야할 제안서와 관련서류에 대해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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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예시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

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

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작성내용

제안서 작성 시 준수해야할 규격(분량, 서식, 제출부수 등)을 제시(권고)하여 제안평가 시 효율적인 검토가 가능

하도록 함

■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제안서 규격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나, 각 내용에 대해 강제하

는 부분을 권고로 명시함

- 제안서의 분량(페이지 수) :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페이지 분량 제시

- 용지의 색깔 및 크기, 방향, 줄 간격, Font, 글자크기, 문단번호 양식 등

- 제출 서류의 원본, 사본의 여부와 제출부수, 제출서류와 관련된 제약사항 등

○   제안서의 규격을 권고하고, 제안서에 포함되는 서류 중 서식이 있는 경우는 [별지서식]으로 포함하여 제안요

청서에 안내

○   제안서 평가 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하여 제안서의 양식 및 규격이 통일되도록 기관의 정해진 제안서의 규격

과 별지 서식을 제공

■ 작성 유의사항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강제적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 및 “가급적”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함으

로써, 제안서 제출 시 매수 규격 등이 부적합할 경우 문제 발생 소지를 예방

■ 작성 예시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

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 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A4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제안 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권고

- 양장제본,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

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 작성 내용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목차를 제시

■ 작성 방법

○   제안사별로 목차를 통일하여 비교 검증 평가가 용이하게 하고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

안서 목차를 기술

○   제안서의 목차는 사업유형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함

■ 작성 유의사항

제안서의 목차는 사업유형별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평가항목 및 제안요청사항과 일관성을 유지하

도록 함

■ 작성 예시

 I .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경영상태 평가 2. 수행 실적

3. 기술인력 참여 상태(제안사의 목차와 일치 시킴) 4. 신인도

Ⅲ. 기술, 지식능력 및 사업수행 계획

1. 시스템에 대한 이해 2. 시스템 구축 방안

3. 시스템 설치, 시험방안 4. 음향시뮬레이션

Ⅳ. 사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추진일정계획

Ⅴ.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1. 교육훈련 계획 2. 유지보수 계획

3. 기술이전 계획 4. 품질 보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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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작성지침

■ 작성 내용

제안서 목차별로 세부 작성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을 기술

■ 작성 방법

제안서의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 제안서 평가시 쉽게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작성 유의사항

세부 작성지침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하나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제안사별로 동일한 성격의 제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작성 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참 고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

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 효과를 요약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경영상태 평가
제안업체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등 

명료하게 표기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에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여

야 한다.

3. 기술인력 참여 상태

(제안사의 목차와 일치 시킴)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안사의 참여 기술인력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인도 제안업체의 각 신인도 평가와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기술, 지식능력 및 사업수행 계획

1. 시스템에 대한 이해
제안 시스템에 대한 종류와 이해, 제안 방향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2.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개요, 시스템 사용환경, 적용범위, 구축방안 등

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설치, 시험방안
시스템 설치에 대한 전, 후 절차와 시험방안에 대한 목표 및 전략, 검

사 및 시험계획, 시험절차, 시험조직, 시험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4. 음향시뮬레이션 전기음향시뮬레이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한다.

Ⅳ. 사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을 수행할 제안업체, 협력업체의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

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일정계획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1. 교육훈련 계획
시스템의 교육훈련 방안, 조직, 절차, 내용, 계획(일정 포함)

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목표 및 전략, 유지보수 계획, 활동, 비상시 긴급지원 계

획, 운영자 교육 기술 이전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기술이전 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

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 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

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품질 보증 방안 

시스템 제작설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계획서, 절차, 방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개인별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작성 내용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기반사업(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

을 이용한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우선적 으로 적용함

을 기재함

■ 작성 예시

가) 사업자 선정방식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②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 발주 경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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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근거 법령

나) 입찰 참가 자격 기준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시

■ 작성 내용

사업 성격에 따른 방송장비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명시함

■ 작성 방법

○   등록된 「종목·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하도록 해당 자격을 

명시함

○   정보통신공사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자 이어야 함을 명시함

■ 작성 예시

나) 입찰참가 자격기준

<공통>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사업인 경우>

②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이어야 함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14.3.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511170501, 구내방송장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구내방송장치)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난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근거 법령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 작성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참여 제한사항을 명시함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항)에 따름 

사업금액에 따라 대상기준(매출액 등)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함을 명시하여야 함

■ 작성 내용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당해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당해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함

○   해당사업이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인 경우 관련내용을 기

술함

○   해당사업이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미래창조과학부)」인 경우 관련내용을 기

술함

○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함

■ 작성 예시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20억 미만 사업일 경우>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

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 학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일 경우>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 창조과학부)」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③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참여 가능함.(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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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제3항(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

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근거 법령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작성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을 기술함

■ 작성 방법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 포함. 이하 ‘부정당

업자’라 함)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기술함

■ 작성 예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 법령

(3)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대한 공동계약 허용여부를 명시함

■ 작성 방법

○  공동계약이 부적절한 경우 이외에는 가능한 공동계약 허용함을 기술함

- 불허 시에는 사유를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함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제한함을 명시해야 함

- 대기업 참여대상 사업에 대하여 매출액 8천억 이상인 대기업간 공동수급은 제한한다는 내용을 명시

○  공동수급체 구성

- 2인 이상 5인 이하(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최소지분율(단, 분담이행은 제외) : 국가는 10% 이상, 지방은 5% 이상

■ 작성 예시

(3)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①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및 구성원 참가

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국가]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지방]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

③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4호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

여를 제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공동계약)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적용범위)

○  소프트웨어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 제4조(발주준비)

근거 법령

(4)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기술 개발 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 작성 내용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인 경우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해야함을 명시함

■ 작성 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시 주요 생산증명서 분야를 기술함

-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운영 위탁서비스,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7개 세부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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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처리업무 : 데이터처리서비스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2억3천만 미만)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

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

쟁입찰에 따라 조달 계약을 체결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기획재정부)

을 확인 해야함

■ 작성 예시

(4)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증명(정보 시스템개발 서비

스)을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

※ 직접생산증명서 주요 해당분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참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근거 법령

(5) 기타 선택 제한

■ 작성 내용

 발주기관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입찰참여 제한 요건을 기술함

- 제안요청설명회 참가여부 등

■ 작성 방법

제안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 자격 등 을 제한할 수 있음

■ 작성 예시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주사업자)가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이어야 함

-   위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라할지라도 재공고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제안요청 설명회에도 반드

시 참석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

(5) 기타 선택 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제안요청설명회 개최)

근거 법령

2) 제안서 평가방법

■ 작성 내용

제안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

-   사업자 선정 시 우수한 역량과 인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안 내용을 제안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세부 평가방법을 제시

-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기술평가 진행세부사항, 평가결과 공개, 협상적격자 선정방

식 등

■ 작성 방법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사업예산별 평가위원 수에 맞는 제안서 제출부수,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전자파일(CD, USB) 등 제출여부를 

기술함

※ 사업예산액별 제안서 평가위원 수

사업예산액 1억원 미만 1억원이상~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위원수 8명 8명 이상 8명 이상 9명 이상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정량적(객관적)·정성적(주관적) 평가 주체, 기술·가격평가에 관한 방법

■ 평가기준·비율을 기술함

※ 기술평가는 조달청 평가대행 요청 시 정량적 평가부분은 발주기관이 수행하여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함.

■ 기술평가진행 세부사항

○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이때 기술 능력 평가의 비율은 90%로 정함. 

다만 하드웨어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1억 미만 개발사업 등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80%이상으로 

할 수 있음

- 적용대상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한 사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안전행정부) 제18조 평가결과 공개

○   계약집행자는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별 점수를 공

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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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예정가격 초과 여부와 무관

○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예정가격 초과자 제외 협상적격자 선

정방식

○   적용대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적용한 사업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예정가격 초과 여부와 무관

-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예정가격 초과자 제외

■ 작성 유의사항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 정량적 평가에 제안사 지역에 따른 배점항목은 포함할 수 없음

【정량적 평가에 지역가점 포함 불가】 

정량적 평가분야는 제안업체의 기술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질의와 같이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함(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140호(2010.01.08))

※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20점이며, 평가항목은 수행경험,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

상태, 신인도 등을 대상으로 평가함.

공동계약인 경우 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실적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 10억 만점 : A(15억)×80% + B(5억)×20% = 12억 + 4억 = 16억 ☞

평가점수 산출

【공동계약 실적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실적 평가점수에 출자 비율 등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는 것은 구성원 각자가 각

각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충족해야 만점을 받게 되므로 공동계약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행정안

전부 재정관리과-1369호(2011.05.27.))

※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 기술능력·경영상태·

신인도 : 공동수급체를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 감점 시 해

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 

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 사업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실적평가 범위】 

계약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양 등을 초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실적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1369호(2011.05.27.)

실적 인정 범위는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까지 인정해야 하며, 특정 기관 또는 특정 지역의 실적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작성 예시

2)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 VS 가격평가 ( 90:10, 80:20, 70:30 )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 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신용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

접 수행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의 공개),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

목 및 배점한도), 제16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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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성 평가기준

■ 작성 내용

기술성 평가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을 준용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조정(30점내)하여 기준을 

제시함

■ 작성 방법

조달 요청시 제안 평가항목, 배점한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정하게 평가기준을 기술함

※   지방계약법 정량평가 항목의 배점 한도는 정량평가 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유형별로 요구사항 유형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제안서 목차가 결정되며, 평가 부문이 결정되므로 이를 고려

하여 평가기준을 작성함

■ 작성 유의사항

정량적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직접수행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 및 배점을 확인해야 함

■ 작성 예시

3)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부문별 항 목 별 평  가  요  소 점수 -

발

주

자

평

가

제안

업체

일반

현황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20

수행 실적 - 최근3년 이내의 동등이상 납품 설치 실적 6

기술인력  

참여상태
- 제안 업체의 참여인력 기술등급, 초과경력 6

신인도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1022호,  

2014.3.24)」 별표 1. Ⅲ. 신인도 평가 준용(단.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관사만 평가함)

3

정성적

평가

기술, 지식 

능력 및

사업 수행 

계획

시스템에  

대한이해

- 제안시스템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및 창의성
1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성

적

평  

가

기술, 

지식

능력 

및

사업

수행

계획

시스템 구축방안
- 시스템 구성 및 개요, 사용환경, 범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축방안의 타당성, 명확성, 창의성
15

80

위

원

회

평

가

시스템 설치,

시험 방안

- 시스템 전, 후 설치 절차의 명확성

- 시험계획 및 절차/조작/시험장비의 적정성
10

음향시뮬레이션
-   제안요청서에 따른 고른 음압, 명료도 분포 및 

부합성
10

사업

관리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 분야별 전문 인력투입 및 구성의 적정성

- 제안 업체의 전문 기술자 보유 현황
5

추진 일정 계획 - 종합 수행 계획 및 세부추진일정의 적정성 5

지원

기술

및 

사후

관리

교육 훈련 계획
- 교육훈련 일정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 및 추진방법
5

유지 보수 계획
-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업그레이드 등)

- 유지보수 전략, 유지보수조직 등의 적정성
5

기술 이전 계획 - 기술이전 절차, 계획, 내용의 적정성 5

품질 보증 방안

-   시스템 제작설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계획서, 절차, 방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

인력의 개인별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구체적으

로 작성,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근거 법령

4) 제출 서류

■ 작성 내용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각종 서류를 기재함

■ 작성 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는 요청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통상적으로는 공고문에 게시되므로 공고서에 따르는 것으로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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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유의사항

보통 공고문에도 제시되므로 필요시 공고문에 상세하게 제시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세부 규격을 명시함

■ 작성 예시

4)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술

구분 제출서류 기타

계약 후 7일내  납품 공정표(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

납품 시

 보안관련서약서(출입자)
 물품계약서
 관리용 유지관리 지침서(한글) 각3부(CD 2매)

완료 시  완료보고서 및 검수요청서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작성 내용

제안서의 제출일정과 제출방법에 대해 기술함

■ 작성 방법

입찰공고문에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에 대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 요청서에는 공고문을 참조하도록 

기재함

■ 작성 유의사항

제출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입찰참가 인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작성 예시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문의처 : ○○○○센터 ○○○과 ○○○팀 ☏ (xxx) xxx-xxxx

(3) 제출종류 및 부수

가)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0부

나) 제안요약서,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각 10부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CD 3장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29조(제안서 등의 제출)

근거 법령

6) 제안요청 설명회

■ 작성 내용

발주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잠재적인 참여업체에게 설명하기 위한 사항을 기술함

■ 작성 방법

제안요청서 설명회 실시여부와 실시할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서 동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 연락처(유·무선 전화, 이메일, 연락 가능한 

시간 등)를 반드시 기술함

■ 작성 유의사항

제안요청 설명회의 참석 여부가 입찰참가자격 요건일 경우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도 실시하지 않음을 기술함

■ 작성 예시

6) 제안요청 설명회

(1)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장 소 : ○○○정보센터 전남 나주시 산포면 ○○○길 1

(3) 자료배부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하며, 별도로 배부하지 아니함.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공동수급을 구성 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주사업자)가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 이어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28조(제안요청설명회 개최)

근거 법령

7) 제안설명회 개최

■ 작성 내용

제안설명회(기술평가) 개최 내용 및 유의사항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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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방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반드시 실무책임자(PM)이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PM이 발표하도록 기재하여야 함

제안설명회의 일자, 발표순서 등의 내용은 공고문에 기술하고, 평가기관, 유의사항 등은 제안요청서에 기술함

■ 작성 유의사항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

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작성 예시

7) 제안설명회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20조(제안서 발표)

근거 법령

8) 입찰 시 유의사항

■ 작성 내용

당해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입찰 및 계약추진과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함

■ 작성 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제안업체가 입찰(계약)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기술함

■ 작성 유의사항

입찰시 최신의 법제도 및 관련근거를 확인하여 기술하되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함

■ 작성 예시

8)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

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

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

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서 보상(소프트웨어 사업)

■ 작성 내용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

산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보상 여부를 명시함

■ 작성 방법

제안서 보상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함

제안서 보상관련 상세 규정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을 참

고합니다.

■ 작성 유의사항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이 그 대상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업은 제외함

-   유지관리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 환경구축사업

■ 작성 예시

8)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

147, 2013.09.06」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 

우수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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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1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5조(제안요청서 준비)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제3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제4조(보상예산), 제5조(보상기준)

근거 법령

10) 붙임서식

■ 작성 내용

붙임서식1호 :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서식2호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붙임서식3호 : 사업실적증명서

붙임서식4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서식5호 : 기술적용계획표

붙임서식6호 :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붙임서식7호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작성 방법

제안서 작성 및 서류제출 시 업체의 서류준비를 최소화하도록 권장함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양식을 정의하여 발주하고 있으나, 서류의 양식도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양식의 

사용을 권장함

■ 작성 유의사항

[붙임서식]은 가능한 표준화 서식을 활용하여 제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실적증명서의 경우 사업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는데, 사업수행 당시의 담당자가 인

사이동이 되어 부재한 경우에는 사업내용확인 등에 따라 절차 및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업체의 불편이 있으

므로 가능한 제시된 표준양식을 사용하여 제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작성 예시

해당서식은 공공정보화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 별지 서식 참조

사. 기타 사항 

위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들을 제시함

- 분리발주,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하자담도 등

자. 제안요청서 예시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

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 는지 참조표를 제시

하여야 한다.

○  A4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양면 및 단색(제안 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권고

- 양장제본,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

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

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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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목차

 I .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경영상태 평가

2. 수행 실적

3. 기술인력 참여 상태(제안사의 목차와 일치 시킴)

4. 신인도

Ⅲ. 기술, 지식능력 및 사업수행 계획

1. 시스템에 대한 이해

2. 시스템 구축 방안

3. 시스템 설치, 시험방안

4. 음향시뮬레이션

Ⅳ. 사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2. 추진일정계획

Ⅴ.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1. 교육훈련 계획

2. 유지보수 계획

3. 기술이전 계획

4. 품질 보증 방안 

4) 세부 작성지침(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참 고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 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경영상태 평가
제안업체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등 명료

하게 표기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 실적
최근 3년 이내에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의 수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인력 참여 상태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안사의 참여 기술인력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인도 제안업체의 각 신인도 평가와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기술, 지식능력 및 사업수행 계획

1. 시스템에 대한 이해
제안 시스템에 대한 종류와 이해, 제안 방향에 대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2.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개요, 시스템 사용환경, 적용범위,

구축방안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설치, 시험방안
시스템 설치에 대한 전, 후 절차와 시험방안에 대한 목표 및 전략, 검사 

및 시험계획, 시험절차, 시험조직, 시험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4. 음향시뮬레이션 음향시뮬레이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한다.

Ⅳ. 사업관리

1.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을 수행할 제안업체, 협력업체의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

시하여야 한다.

2. 추진일정계획 수행 절차에 따른 전체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1. 교육훈련 계획
시스템의 교육훈련 방안, 조직, 절차, 내용, 계획(일정 포함)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계획
유지보수 목표 및 전략, 유지보수 계획, 활동, 비상시 긴급지원

계획, 운영자 교육 기술 이전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기술이전 계획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

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 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

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4. 품질 보증 방안 

시스템 제작설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계획서, 절차, 방침 등을 제

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개인별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구체적으로 작

성하여야 하며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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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 방식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②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 발주 경우)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나) 입찰 참가 자격 기준

<공통>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

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이여야 함<정보통신공사업법 사업인 경우>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이어야 함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20억 미만 사업일 경우>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

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 학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

의 입찰 참여를 제한 함(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20억 이상 40억 미만 사업일 경우>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대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 창조과학부)」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③   중소기업이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 참여 가능함(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3)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①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2개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국가]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지방]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예규)

③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4호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4)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증명(정보 시스템개발 서비스)을 제

출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

※ 직접생산증명서 주요 해당분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참조

(5) 기타 선택 제한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주사업자)가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이어야 함

-    위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라할지라도 재공고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제안요청 설명회에도 반드시 참

석하여야 입찰참여가 가능

2) 제안서 평가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 VS 가격평가(90:10, 80:20, 70:3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80점) 만

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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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신용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함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

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함

②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함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제안 평가기준(예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부문별 항 목 별 평  가  요  소 점수 -

발

주

자

평

가

제안

업체

일반

현황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20

수행 실적 - 최근3년 이내의 동등이상 납품 설치 실적 6

기술인력  

참여상태
- 제안 업체의 참여인력 기술등급, 초과경력 6

신인도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이

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구매총괄과-1022호,  

2014.3.24)」별표 1. Ⅲ. 신인도 평가 준용  (단. 

제안사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주관사만 평가함)

3

정

성

적

평  

가

기술, 

지식

능력 

및

사업

수행

계획

시스템에  

대한 이해

- 제안시스템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 부합성 및 창의성
10

시스템  

구축방안

- 시스템 구성 및 개요, 사용환경, 범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축방안의 타당성, 명확성, 창의성
15

시스템 설치,

시험 방안

- 시스템 전, 후 설치 절차의 명확성

- 시험계획 및 절차/조작/시험장비의 적정성
10

음향시뮬레이션
-   제안요청서에 따른 고른 음압, 명료도 분포 및 부

합성
10

사업

관리

사업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 분야별 전문 인력투입 및 구성의 적정성

- 제안 업체의 전문 기술자 보유 현황
5

추진 일정 계획 - 종합 수행 계획 및 세부추진일정의 적정성 5

지원

기술  

및 

사후

관리

교육 훈련 계획
- 교육훈련 일정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 및 추진방법
5

유지 보수 계획
-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업그레이드 등)

- 유지보수 전략, 유지보수조직 등의 적정성
5

기술 이전 계획 - 기술이전 절차, 계획, 내용의 적정성 5

품질 보증 방안

-   시스템 제작설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계

획서, 절차, 방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의 개인별 프로젝트 수행실적을 구체적으로 작

성,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0

4) 제출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추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술

5)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1)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2) 문의처 : ○○○○센터 ○○○과 ○○○팀 ☏ (xxx) xxx-xxxx

(3) 제출종류 및 부수

가)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10부

나) 제안요약서, 제안서 설명회 발표자료 각 10부

다)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내용을 수록한 CD 3장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함

6) 제안요청 설명회

1) 일 시 : “입찰공고문” 참조

2) 장 소 : ○○○정보센터 전남 나주시 산포면 ○○○길 1

3)   자료배부 :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하며, 별도로 배부하지 아니함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공동수급을 구성 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주

사업자)가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한 자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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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설명회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8)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

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 제 12조

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2013-147, 2013.09.06」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 우수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가. 제안요청 사항 검토 

구분 관련근거 항목 준수여부

계약상대자의 

이익 제한금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예산 대비 무리한 과업 

요구 금지

과업과 무관한 요구 금지

그 외 불공정한 요구 금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

조의2(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물

품에 대한 사전 협약내용

을 명시

특정규격 등  

명시금지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

조(제한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나. 입찰 및 계약 시 금

지해야 할 사항)

설계서·규격서 등에 부

당하게 특정 규격·모

델·상표 등 명시금지

요구사항

명확화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발주준비)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

나. 제안안내 사항 검토

분야 항목 관련근거 반영여부

가. 입찰방식

(1)   사업자선정 

방식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

결 우선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

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2)   입찰 참가 

자격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

-   사업유형별 면허 등 

자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② 상출제집단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

제안요청서 
검토하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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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 

자격

대기업간 컨소시엄 금지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

한 일반기준 제4조(발주준비)

-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사업규모별 대기업 참가

제한

-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③ 부정당업자 참여제한

부정당 제재기간에 해당

되지 않은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④   공동수급 허용 및  

제한

-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지식기

반사업의 공동계약)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

수급체의 구성)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

한 일반기준 제4조(발주준비)

⑤ 중소기업 우선조달 제도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계약)

⑥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여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

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8

나. 제안서 평가방법

①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② 협상적격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다. 기술성 평가기준

③ SW기술성평가 기준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② 기술위주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

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

③   기술평가  

항목배정

제안서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

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1조(제

안서 기술평가 기준)

상생협력평가항목 평가

방법

상대평가항목지정

④ 평가의 공정성 (협상계약에서 실적제한 금지)

라. 제출서류

마.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

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9조(제

안서 동의 제출)

바. 제안요청설명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

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8조(제

안서요청설명회 개최)

사. 제안설명회 개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

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0조(제

안서 발표)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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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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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가. 적용법규, 소관, 용어 등

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 질의

재경부, 환경부, 건교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 관련부처에 질의를 하면 소관부처로 

이첩 또는 재 질의하도록 하거나 대부분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는데…

■ 회신

○   국가기관이 계약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질의답변을 함에 있어 각 중앙관서

의 장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해석권한이 있으므로 소관이 아닌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이나 질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 기관으로 이첩하거나 동 기관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질의 내용이 법규해석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공사인 경우 설계서, 

계약문서 및 계약조건, 현장여건 등)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함

이 적절함

○   앞으로 우리 청은 국가계약관련 법규해석 요청 및 각종 질의에 대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본 질의 회신 내용은 국가기관에서 집행하는 계약업무와 관련 하여 회

신한 내용입니다.

2)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 질의

물품구매입찰의 낙찰자가 사전규격공개와 입찰공고시 제시한 규격에 따라 장비

를 납품하고 설치함에 있어 

①   입찰공고된 규격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참고만 하고 임의의 규격으

로 납품이 가능한지?

②   특정규격 제품의 납품시 동등이상품으로 하면 되는지?

③   동등이상 제시가 가능하면 동등이상의 기준제시의 입증방법은?

정부계약제도 
일반

01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

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 되며,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정상표등을 지정하여 입

찰에 부쳤다면,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 조에 따라 계약상 명시된 규격

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입찰조건·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

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규격서 등에 명시된 물품보다 동등이상인지 여부는 물

품의 용도와 규격 및 성능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 자료(공인 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 등을 종

합 고려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 질의

1. 질의 1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정의는

2. 질의 2 :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의 차이점은

3. 질의 3 : 총액입찰의 경우에는 견적서나 예산서와 관계없이 시방서 및 설계도면대로 시공하면 되는지

■ 회신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입찰을 총액입찰이라 하며, 입

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내역입찰이라고 하는 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

기관이 미리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을 표시하여 배부한 내역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와 금액을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현행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 무원은 공사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동 조 제1항에 따라 배부된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50억(현행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것인 바, 설계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 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물량내역서)

를 포함하는 것인 바, 동 예규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 로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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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

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설계서에 포

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관련법령 적용 기준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가격협상 가능범위

■ 질의

당사는 ○○기관이 추진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상을 진행중에 당사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낮고 사업내용의 조정이 없는데도 발주회사의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근거로 

당사보다 약 3억원 낮게 투찰한 회사의 입찰금액 미만으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조정협상 결렬

시는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추진할 것을 통보한 바, 위 발주기관의 가격협상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 회신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격협상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협상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조정하는 경우에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

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는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2) 협상계약에 있어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 질의

경쟁입찰에 2개사가 참여하여 제안서 평과결과 1개사만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예정가격이 74

억원, 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의 입찰가격은 66억원, 협상대상자는 입찰가격을 72억원으로 제시한 경

우 가격협상을 통해 68억원으로 가격조정이 가능한지

■ 회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2에 따른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협

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

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동 기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바,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감액 등

의 조정없이 협상이 성립된 가격(계약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가격협상이 가능

한지 여부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가격협상기준,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

항입니다.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서 협상적격자 등

■ 질의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으로 투찰한 경우에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협상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   협상대상자와 협상시(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임) 협상 대상자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입찰가

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 협상대상자의 제시가격으로 협상을 성립(낙찰)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협상

대상자의 최초 제시가격을 무시하고 별도의 협상(목표) 가격 등을 추가로 결정하여 협상하는지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는 것

이며,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동 기준 제12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

가격)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 당초 입찰공고에서 가격 협상기준을 별도

로 정하였고, 협상대상자가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가격을 감액등

의 조정없이 협상이 성립된 계약금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4) 낙찰자 결정후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질의

전기공사업으로 낙찰자가 결정된 후 설계내역에 소방설비 부분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 소방을 

분리발주해야 하는지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낙찰자 결정후 공사계약 체결과정 에서 낙찰금액의 일부를 제외하

고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므로 낙찰금액에 포함된 소방공사는 계약 체결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입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요건에 대하여

■ 질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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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당해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지?

■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국가안보목적 등의 요건은 동시 충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이며, 특정사업이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6) 협상계약에서 배점한도 적용 적법성 여부

■ 질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고 발주처 자체 임의대로 특정항목의 배점한도

를 10점을 초과하여 입찰 공고하여도 적법한지?

■ 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2항에 의하

여 평가항목이 아닌 분야별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의 각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기술능력분야의 평

가항목에 대하여는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는 것이며, 각 항목의 배점한도는 동 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

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비고란에 따라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발주처의 입찰

공고에서 적시한 특정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관계규정에 부합한 것임

7)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 유효한 경쟁 성립 여부

■ 질의

경쟁입찰이 성립하였으나 협상적격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가 1인인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지

■ 회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인 이상이 입찰참가등록을 하여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탈락한 1인이 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한 경쟁이 유지됨

8) 협상계약에서 기술점수 미달자의 가격개봉

■ 질의

기술능력 점수미달인 입찰자(이하 ‘협상부적격자’)들의 가격을 개봉해야 하는지?

입찰 및 낙찰자 
선정

02

■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제안서 평

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협상적격자 뿐만 아니라 동기준 

별표에 따라 유효한 입찰참가자 전원의 가격을 개봉하여 평가해야 할 것임

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1) 거래실례가격의 의미

■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5

조의 거래실례가격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물품제조계약에서 65%로 낙찰되어 계약이행중에 있는 경우 다음 발주시 전에 

낙찰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으로 예정가

격을 정하는 것인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3호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에서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조사한

다는 것은 사업자가 발주기관에 계약하여 납품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인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에서 적정

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그 거래실례가격이라 한 경우의 적정한 거래란 어떤 

의미인지

■ 회신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에 의거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

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실례가격”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5

조제1항에서 규정한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

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말하는 것

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이행중에 있는 계약금액을 거래실례가격으로 할 것인

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이행기간, 수급상황 및 시장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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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당해 물품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조구매계약의 경우로서 계약 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

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

자에게서 직접 확인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납품된 가격으로 볼 수는 없

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정한 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나, 덤핑거래, 특별한 

관계의 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가 아닌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구체적

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장여건,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1) 중소기업자간 지명경쟁물품의 입찰대상자 선정

■ 질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지명경쟁입찰자를 최소 5인 이상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명대상자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제조업체참여 등의 사유로 중소

기업청장이 매년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품목관련 협동조합에 대상업체 추천을 의뢰하여 선정

한 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지

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되,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지명경쟁입찰에 따른 

지명대상자의 파악 등 구체적인 입찰의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업체현황 및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한 후 실적제한이 중복제한인지 여부

■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의 중소기업간 제한물품을 동 조제3

호 내지 제4호로 동시에 실적제한으로 구매 입찰하는 경우 중복제한을 금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회신

2007. 10.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하여 중

소기업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 규정을 마련한 바, 이는 

제한규정의 신설이 아니라 WTO정부조달협정 내용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개방대상에서 제외

(국제입찰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규정을 국가계

약법시행령에 명시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공동수급시 용역실적 인정에 대하여

■ 질의

백과사전 편찬을 위한 번역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2년간 국

가기관 번역관련 단일 프로젝트 1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가 실적을 공

동계약으로 이행하였다면 이 경우 실적인정방법과 제안서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하인 입찰참가자는 당

해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지?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용역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용역실적의 

인정여부는 입찰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

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분담부분에 대한 금

액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적증명의 발급 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이행 부분을 분리하

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이행한 부분으로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 전체를 공

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 등에 대하

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및 개별법령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검토, 재평가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4) 시설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 유무

■ 질의

제한경쟁(시공능력제한)에 의한 터널교통관리시설 구축공사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전자입찰서제출마감

일시가 ‘07.5.31(목) 10:00이고, 개찰일시가’ 07.05.31(목) 10:10인 경우에 입찰공고서상에 입찰참가 자

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

업 시공능력 평가액을 충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로 한 경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

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가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

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마친후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조달청 유권해석 사례집

166 167

P
ub

lic authorities B
road

casting
 E

q
uip

m
ent  S

ystem
, setup

 &
 op

erating
 instructions

가능하다”라 규정과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유효기간이 입찰개찰일인 2007년 5월 31일부터 

2008년 4월 30일로 신고된 업체가 입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소프

트웨어사업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시 등록자격의 유무

■ 회신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회계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제3조의2제1

항제1호에 정한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의 공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는 것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가격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당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입찰참가자격 요건 구비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입찰

참가자격 유무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실적제한 입찰에 있어서 공사실적 인정 여부

■ 질의

실적제한 입찰에 있어서

1.   : 과거 공사실적업체가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려는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과거 공사실적이 있더라도 실적제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받

을 수 있는지?

2.   :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업체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제1호에 의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실적제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 질의 1. 2.의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4. : 발주처에서 전문건설업 면허를 잘못 적용하여 공사를 발주하였을 시 입찰 및 공사계약의 유효 여부

■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 등록자이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

한 자가 일반건설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고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일반 건설업자가 이미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공사의 목

적, 성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3. 4.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 유·무효 판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6조,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당해 입찰공고 조건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면허에 대한 유권해석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실적제한입찰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여부 

■ 질의

“□□항 북컨테이너터미널(2-1단계) 전력중앙감시제작설비 제조·구매”건의 실적제한(총액, 적격심사)입

찰에 있어 실적인정범위를질의함

○   공고 내용(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전력 중앙감시제어설비 전문제작 중소기업

자로서 전력중앙감시제어 설비 제조, 납품실적이 단일건으로 661백만원 이상인 업체

○   발주처 의견

1개사업에 대하여 3개사에 분할배정된 단체수의계약건은 입찰공고 서에 명시한 “적격심사적용기준”에 

명시된 ‘단일계약하여 제작 납품 한 실적’으로 볼 수 없음.

○   당사 의견

입찰시 제출한 실적인정증명서상 구매대상물품의 실적은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별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으로 △△공사가 인정한 사항으로 참가자격실적제한

금액을 초과하며, “적격심사적용기준”은 입찰 참가자격요건과는 별개임.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실적의 인정 여부는 입

찰 공고서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7)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시 지역제한의 가능여부

■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에서 동항 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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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국가기관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8)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입찰의 적법성 여부

■ 질의

물품명세서상에 특정규격으로 제한한 구매입찰의 적법성 여부?

■ 회신

물품 제조·구매입찰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의하여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계약의 특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또는 모델)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계

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

9) 특정기관 실적으로의 제한여부

■ 질의

특정기관의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국가계약법령 위배여부?

■ 회신

경쟁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실적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과도

한 제한이나 이중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명

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서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등 과도한 제한으로 정부

계약의 경쟁성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에 특정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

로서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국가계약관련 법

령 및 계약예규의 내용에 위배된다고 봄

다. 입찰방법, 공고 및 집행

1) 정부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부합여부에 관하여

■ 질의

시공중인 공사에 수평으로 직접 접속하여 증축하는 공사로 1차 증축공사와 작업상 혼잡이 불가피하고, 기

존 건물과 시공중인 수평, 수직 증축건물의 기초가 다르나 스라브, 벽체 연결부분의 차후 야기될 수 있는 

누수 등 하자의 책임 여부와 연결부(내, 외부) 중복시공, 마감품질의 연계작업으로 공기의 단축, 예산절약 

등 시공이 용이하고, 공기단축이 불가피함 등으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4항의 가 내지 다항에 근거하여 1차공사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쟁촉진을 위한 공

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에 부합하는지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

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및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

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집행기준, 설

계서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당해 공사를 집행하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 결

정할 사항이며,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 평가 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 건축설비과(042-481-

7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수공사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 질의

“○○기념관” 전시시설은 2007년 □□협동조합에서 준공하였으나 일부장비의 교체와 전시패널 부분보

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원시공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

비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바’목에 따라 수

의계약에 의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관련법령의 규정, 계약의 목적 및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을 알

려드립니다.

3) 중소기업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여부

■ 질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성능인증제품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

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국가기관이 시행한 입찰에

서 동 구매물품의 성능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1개사만 있어 제한경쟁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바,

1)   제한경쟁의 경우 2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입찰 참가업체 수가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지

2) 구매물품의 인증업체가 1개사 인 경우 제한경쟁이 불가능한지 혹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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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으

로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

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입찰의 참가자가 1인만 있는 경우라면 경쟁입찰은 성립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

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

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게시일자와 입찰 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 질의

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 G2B시스템에 게시한 일자와 입찰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입찰공고일은?

■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정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일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조달청 공고 제2003-20호, ’03.6.2) 제7조제5항에 따라 동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

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함

5) 특정제품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 질의

정부 발주공사의 기계설비설계시 특정 제조업체 제품의 동등이상품 으로 설계할 경우에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설계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건설공사의 시공방법, 공법선정, 공사자재 등 설계기준에 대하여

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설계기준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

여야 할 사항임

6) 입찰시 특정물품이 아닌 기능 및 사양으로 정정

■ 질의

일부 지자체나 국가기관 입찰시 특정 물품의 모델 납품을 강요하거나 공급자증명원을 조건으로 하는 입찰

이 있는데, 이는 특정업체나 물품을 비호하려는 경우가 빈번함. 조달청 입찰시 이런 경우와 같은 기능 및 

동등사양의 물품 납품도 가능하도록 배려 바랍니다. 특히 특정 모델에만 있는 특정사양만을 고집해서 해

당모델이 아닌 경우 납품이 안 되도록 하는 편법도 빈번한 바, 같은 동등이상의 기능을 충족하면 납품이 

가능토록 배려 바랍니다. 유권해석 바라 겠습니다. 상기 내용이 조달법령과 위배되는 것인지요?

■ 회신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

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며,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구

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규격(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와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

델)으로 제한하는 것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모델)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 적용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유사물품 복수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법은

■ 질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최저가로 입찰하였으나 예정가격 대비 최저비율 낙찰방법이라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탈락 되었는바

＜질의 1＞

제품사양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각사 제품에 대한 예정가격을 다른 기관에 납품한 가격을 기준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질의 3＞

최저비율 낙찰구매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의제기가 가능한 입찰인지 및 재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

은 없는지

■ 회신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에 의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

율 등이 일정수준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경쟁에 부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특정생산품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경쟁입찰에 의함으로써 특정 물품의 독점 수의계약에 의한 고가

구매를 방지하고,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제품의 성능과 기술개발촉진을 도모하

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 바, 유사물품 복수경쟁에 의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각각 다르게 작성하는 것이며, 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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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물품계약 등의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거

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의 순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5조

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입찰에 관하여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

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물품

의 경우에는 2억 1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유의서 제

2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바,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법령에 정한 바

에 따라 이의신청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서 입찰자나 낙

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입찰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

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히 이의제기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하는 것은 아

니며 동 유의서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입찰의 무효사유가 없는 자로서 관련 규정에 정한 낙찰

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동 유의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8)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입찰집행의 적법성

■ 질의

공사계약에서 설계도면과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입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및 공사원가계산서상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

이 가능한지?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

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

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 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

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입찰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직접 이의제기를 하거나 상급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유찰시 입찰절차는

■ 질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경우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새

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인지?

■ 회신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칠지 여부, 또는 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 입찰방법의 유·무효

1)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 질의

○○신호설비공사를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면서 “전기공 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로서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철도신호공사부분 연동장치 공사실적(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회사의 1건의 

공사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

항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

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구하고 동시에 같은 법 시행령 제21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실적 등으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 또는 과다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적격심사(PQ포함) 및 낙찰자선정

1) 유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질의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3 개사가 참여하여 그 중 동 평가에서 적

격인 2개사를 선정한 후 동 업체를 상대로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지명경쟁입찰(가격개찰)을 실시하였으나 

1차 및 2차(재공고)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사만 입찰에 참여하여 유찰이 된 바, 이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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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 있어 v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

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함.

가. 계약체결

1) 납품은 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준공에 대하여

■ 질의

계약목적물 인수

○○청에서 발주한 “무선중계기 1식” 계약에 있어 납품 인수도를 위한 국가공인기

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목적물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로서

＜질의 1＞

당해 계약조건에 정한대로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 및 검사 결과를 수요기

관이 임의(상급기관의 지시)로 시험 및 검사결과를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 2＞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는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계약목적물이 인

수 또는 납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3＞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시행한 시험 및 검사결과가 적합한 계약 목적물을 인수하

지 않고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

까지 해당 물품을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현행 물품구매(제조)계약 일

반조건) 제12조에 의하여 납품하고,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계약물품의 시험 및 검사를 국

가공인기관에서 받는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라면 동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관리

03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동 예규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납

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규격

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조건에 정한대로 

시험 및 검사를 마쳤음에도 발주기관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403조의 채권자 지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 납품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계약서, 규격서, 계약이행상태 및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동 예

규 제2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계약조건에서 정한대로 국가 공인기관에서 시행한 시험 및 검사결과가 적합

한 계약목적물인 경우 라면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동 예규 제31조제1항

에 따라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

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의 근거와 적합성 여부

■ 질의

당초 입찰참가자격요건에는 없었으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계약요건으로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시 반드

시 제출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는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업체에 11백만원을 선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의 적합성 여부

■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입찰서류의 하나

인 과업내용서에서 계약체결시까지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

야 할 것이며, 기술지원확약서의 발급에 따른 제반 문제는 제조사와 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할 사항임

3) 동등이상 납품요청과 제품사양

■ 질의

동등이상의 제품납품요청에서 시방서상의 제품사양과 계약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품사양이 다를 경우 

수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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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물품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 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의거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

는 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사양서에 명시된 물품보다 동등이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용도와 규격 및 성

능 등을 명시하는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결과에 이의

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요청 및 민사에 의한 구제제도를 통하여 구제가 가능함

4) 38 동등이상 납품과 서류제출 요구(’07.07.04)

■ 질의

동등이상의 제품납품요청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승인 가능할 경우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및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

■ 회신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이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에 비해 동등이상의 규격·품질·성능 등을 가진다고 주장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가지고 있음. 다만, 계약상대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충분

치 못할 경우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인기관의 비교시험성적서 및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함

나. 계약해지. 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

1)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 질의

수의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당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방법 및 제재방법은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수의계약에 있어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 설계변경 기준

1) 설계변경 가능

■ 질의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실정보고 후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

류(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산출내역서 등)를 감리단에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

는 서류를 반려하면서 서류일체를 완벽하게 꾸며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본

까지 요구하고 있는 바,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4조제6항에 규정한 “감리원

은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3항 서류를 제출 받아 설계변경이 가

능한 서류를 작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완벽하게 제본까지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지?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의2, 제19조의3 및 제19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 상세도면 등 동 예규 제19조의7 

각호의 사항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설

계도면 및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동 예규 제2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또한, 귀 질의의 “감리업무수행지침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의 국

가계약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대상은 아니며, 다만, 계약 상대자가 동 지침서에 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 관련 첨부서류(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도면, 개략적인 

수량증감내역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서류의 양

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수준 및 계약의 관습에 부합

되는 정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나.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상호모순

1) 공사원가계산의 오류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 질의

“○○지역 전기공사”를 총액입찰로 집행하여 계약 체결된 이후 공사 원가계산서

상의 한전인입비가 과다계상 되었다 하여 계약금액조정 (감액)을 할 수 있는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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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설계서의 내용

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설계금액 또는 예정가격산출조서상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설계도면상 물품의 도면, 시방서 및 견적서 상이

■ 질의

인공조형물을 시공 중 1식으로 잡혀져 있는 F.R.P 조형물이 도면과 내역서에는 F.R.P 조형물로 표기만 되

어있고 상세도면이 없어 동 조형물의 시방서와 견적서를 확인하니 E.P.S와 우레탄 코팅으로 하는 조형물

을 근거로 작성된 경우 어떤 것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하는지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

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

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설계변경 가능여부(설계서간 상이, 특정제품)

■ 질의

교좌장치 제작설치공사에 있어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의 공법타입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또한, 특정제품

으로 시공토록 설계된 경우 설계 변경 가능여부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공사시

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는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공사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입

찰에 의한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

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

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

정상품 (모델)을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나,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회제 41301-965, 2002.7.18)”(현행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법찰의 운용 제5조제4항제5호에 흡수) 에 의거 입찰목적물을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

델)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조건, 시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모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설

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

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질의

“○○전력설비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품셈적용오류, 노무비 누락 및 현장 작업환경이 설계조건과 현

저하게 상이한 경우 설계 변경 가능여부?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의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사에 있어 물량내역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발생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라면 동 예규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설계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또는 예정

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 과

소 산출의 사유라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

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3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

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현행 : 계약담당

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조제2항에 의하

여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함.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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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계약

1)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부분이란

■ 질의

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구성

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의 내용 중 “분

담부분”이란

2.   일반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A, B, C가 각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 중 각각 일부씩을 일반건설업체 1개사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3.   위2의 방법으로 하도급 할 경우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체의 발전소 준공실적 

인정범위

■ 회신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

성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 행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요령 제5조제1항 

[별첨1]”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는 바, 이 때 

“분담부분”이라 함은 구성원별로 각각 자기출자지분율에 해당되는 시공부분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사에 있어 시공 실적

의 인정은 「공동계약의 시공실적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회제2210-786, 

’92.11.26)(현행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에 의하여 금액에 대하여는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하며, 규모 또는 

양에 대하여는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을 시공실

적으로 인정하며, 분리·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공사부분을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한 경우 당해 하수급인의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현행 국

토해양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계약과 
하도급

05
2)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 질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

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로 각각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

여야 할 것입니다.

3)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에서 수급체구성원이 모두 면허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 질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면허 등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   갑설 :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을설 : 각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각각이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반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간에 각자 책임을 지며,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방식이기 때문

에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등 타법령에 의한 공사등

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통합발주하는 경우에는 경쟁률 축소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발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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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담이행방식

1)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관한 질의

■ 질의

1건 공사에 있어서 주된 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할 경우

<질의 1> 분담이행 부분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예) - 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구성업체 : A사(건축공사업), B사, C사(전문소방시설공사업)

 - 분담내용 : A사 → 건축공사업(100%)

   B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70%)

   C사 → 전문소방시설공사업(30%)

<질의 2> 질의 1)에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 각각의 시공능력 공시액의 합산 여부?

예) - 입찰금액 : 10,000,000,000원

  ● 건축공사업 : 9,000,000,000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1,000,000,000원

 - 시공능력 : A사 → 10,000,000,000원

   B사 → 600,000,000원

   C사 → 500,000,000원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경쟁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

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는 바,

＜질의 1)에 대한 답변＞

입찰공고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 각각의 분담공사에 대해 구성원

의 출자비율에 의한 복수의 공동 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질의 2)에 대한 답변＞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함

2) 대표사 단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 질의

＜질의 1＞

다음 예시의 A사 + B사 + C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적

합한지?

예) A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공사감리 모두 면허소지

 B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면허소지

 C사 : 종합(건축)감리,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면허소지

 D사 : 전력시설물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공사감리 면허소지

＜질의 2＞

위 예시에서 A사 1개사만으로 전력시설물감리를, A사+B사가 정보통신감리를, A사+D사가 소방분야에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그 법률적 근거는?

■ 회신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

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구성원으로 하여

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구성원 각각이 당

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반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간에 각자 책

임을 지며, 주로 면허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되는 방식으로서 구성원 공동으로 면허보완을 통하여 계

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해당 입찰공고의 내용과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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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시스템 용어집

가청 주파수
보통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의 음향주파수로서 20∼50 Hz에서부터 15000

∼18000 Hz 범위까지이다. 실제의 가청주파수는 사람마다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약

간씩 다르다.

간선
인입구에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 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

측까지의 부분

거리감쇠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증대됨에 따라 음압 수준이 감쇠하는 것. 면음원인 경우 거리 

감쇠는 없다. 선음원의 경우 거리가 2배가 되면 3㏈ 감쇠한다. 점음원의 경우 거리가 

2배가 되면 6㏈ 감쇠한다.

고주파 간섭
(RFI :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때로 시스템에서 라디오 방송이 수신되거나 버

즈와 같은 잡음이 유입되는 경우, 고성능의 RFI필터를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교류(AC-Alternating Current)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와(-)로 변화하는 전류 그라운드 루프

(Ground loop)험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이며 두 기기가 각각 접지되어 있고 

또 쉴드로 각 기기의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라운드는 하나의 루프를 만들게 

된다.

그래픽 이퀄라이저
가청주파수 대역을 ⅓ 또는 1옥타브의 대역으로 나누고 각 대역마다 독립적인 레벨

을 증감할수 있는 주파수 특성의 보정기이다. 그래픽 이퀄라이저라는 명칭은 보정의 

주파수 특성이 그래프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의한 것이다. 대역의 중심주파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파라메틱 이퀄라이저)

근접효과(Proximity Effect)
진동판에 근접할수록 저음대역은 레벨이 커지는 것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

패스 필터스위치를 마이크에 부착하기도 하고 윈드-스크린이나 팝-필터라고 불리는 

커버를 사용하기도 한다.

노이즈 게이트(Noise Gate)
입력레벨이 한계점(threshold) 이상일 때만 그 입력을 출력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필요

한 신호 외의 잡음들을 잘라주는 기기이다.

 

다이내믹 레인지(Dynamic Range)
가장 큰 ㏈값(Peak level) 와 가장 작은 ㏈값(noise Floor = 잡음 level)의 차이를 의미

한다.

다이나믹 마이크(DYNAMIC MIC)
다이나믹 마이크는 자석 주위로 감겨있는 무빙코일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소리를 전

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구조로 Speaker와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공기의 움직임

이 Diaphragm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자기장 안에 있는 Coil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

으로 전기적 신호를 만드는 것이다.

다이렉트박스(Direct Box)
불평형(언발란스-Unbalanced) 출력을 평형(발란스-Balanced)의 입력에 연결할 때 

사용

단일지향성(Cardioid)
진동판의 0° 방향에서는 높은 감도로 수음하고, 180° 방향의 소리는 구조적인 위상 

차이를 이용하여 낮은 감도로 수음한다. 따라서 한쪽 방향에서만 잘 수음할 수 있는 

단일 지향성이 된다. 

단상
하나의 위상각의 변화에 의해서 표시하는 보통의 사인파 교류로 하나의 전원과 부하 

사이를 2개의 선으로 연결한 가장 간단한 회로

단상2선식
단상전력을 전선 2가닥으로 공급하는 방식

일반주택, 사무실, 공장 등의 전등, 전열(Concent), 소형 전동기구에 사용

동축케이블
중앙부와 그 주위에 도체를 배치한 단면이 동심원상(同心圓狀)의 케이블로, 특성 임

피던스가 관리되고 있는 케이블. 특성 임피던스는 중앙 및 바깥 둘레 도체의 직경과 

이들 사이를 메운 절연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의 특성 임피던스는 50Ω 또는 75Ω이다. 이케이블은 중앙의 구리선에 흐르는 전

기신호가 그것을 싸고 있는 외부 구리망 때문에 외부의 전기적 간섭을 적게 받아 전

력 손실이 적어 고주파 신호의 전송에 이용된다.

디바이딩 네트워크
2-way 스피커 시스템의 고음용 스피커에는 로컷트(하이패스) 필터를, 저음용 스피커

에는 하이컷트(로패스) 필터를 접속하고 3-way 스피커 시스템의 증음용 스피커에 밴

드 패스 필터를 사용한다.

디지털 리버브머신
일종의 잔향부가 장치이며 과거에는 스프링식, 철판식, 잔향식 등을 사용하였다. 디지

털 리버브머신은 RAM 등의 전자소자를 사용한 지연소자를 활용한 장치이다.

딜레이 (Delay)
입력신호를 여러 다른 방법으로 저장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출력하는 기기

댐핑(damping)
진동을 흡수해서 억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오디오에서는, 스피커 자체 또는 스피커와 

앰프 사이에서 진동하는 에너지를 잡아줌으로 감소시키는 것과 스피커 자체의 서스

펜션과 인클로저 내부의 공기 압력이 갖는 내부 저항이 스피커 진동판의 움직임을 억

제하여 감소시키는 것도 댐핑이다.

라인레벨(Line level): 음향 기재의 기준값
+ 8㏈m - 방송용 기기

+ 4㏈m - 프로용 기재,

- 10㏈V : 가정용 아마추어급의 기재

(-7.8㏈m) : 55㎜ 폰 플러그, 포노플러그 unbalanced (불평형)

마스킹효과(Masking Effect)
큰 레벨의 신호에 의해 작은 레벨의 신호가 가려져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 ‘1’이

라고 하는 소리가 울리고 있을 때 이와 다른 주파수의 ‘2’라고 하는 소리가 울리는 경

우, ‘1’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소리가 다

른 소리의 존재에 의해서 듣기 힘든 현상을 마스킹이라고 한다. ‘1’ 소리가 ‘2’소리에 

마스크 되있다는 뜻이다.

명료도(Articulation)
스피치(사람 발성)에 의한 발음을 청취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가를 정

의하는 척도

멀티코어(Multi-core)
무대의 입력신호(마이크, 라인 등)를 원거리의 콘솔까지 연결하는데 사용.

일명 뱀처럼 생겼다고 스네이크(Snakes) 라고도 부르며 입력 쪽의 스테이지 박스

(stage box) 와 케이블인 스테이크 그리고 출력 컨넥터- 피그 테일(Pigtales : 돼지꼬

리) 구성되며, 케이블 전체가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밴드 위드(Band width)
최고 증폭레벨인 ±10㏈에서 3㏈전의 앞/뒤 주파수 간격 폭을 말하는데 이밴드 위

스 값으로 키우거나 줄이려는 구체적인 소리(주파수)를 찾을 수 있다.

바운더리마이크(Boundary layer)
PZM이라고 하며 이 마이크는 보통 판형으로 납작하고 작은 것이 특이하게 생겼으며 

무지향성 마이크이다. 수음 각도는 75°까지 가능

바이앰프(Bi-Amp)
음향 신호가 파워 앰프에서 증폭되기 이전에 주파수를 고음과 저음으로 분할하여 별

도의 2개 앰프로 스피커를 구동한다.

브리지(Bridge)
스테레오 앰프를 모노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스위치로서 스피커를 앰프의 좌우 

±출력단자 가운데 + 단자만을 스피커에 연결한다. 브리지의 상태로 된 스테레오 앰

프에 왼쪽 채널에만 소리신호를 입력하면 그 신호는 반대의 위상으로 오른쪽 채널로 

연결되어 두 채널에서 증폭된다. 그리고 이 두 채널의 같은 소리는 하나로 더해져 스

피커로 연결된다. 이 때 브리지 상태와 출력은 4Ω의 스테레오 출력과 같다. 예) 4Ω 

400Ｗ씩의 좌우 앰프의 브리지 출력 둘을 더해 8Ω 800Ｗ브리지에서의 스피커를 

울리는 것은 위상이 반대인 같은 신호를 입력하여 각기 따로 증폭하여 하나의 스피커

로 내보내는 것이다.

삼상
120℃씩 위상이 다른 3개의 단상교류로 엘리베이터, 공기조화기 등 동력용 전원

3상3선식
삼상교류전력을 전선3가닥으로 공급하는 방식

220V 또는 희망전압을 3상부하 등에 공급하는 배전방식

3상4선식
삼상교류전력을 전선4가닥으로 공급하는 방식

380V 또는 희망전압을 3상부하 등에 공급하고 중성선과 전압선과는 220V의 단상전

원을 공급할 수 있다.

샘플링 레이트(Sampling Rate)
샘플링 하는 주파수를 의미. 예) CD 44.1 KHz

소음(Undesired sound)
소름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소리. 예를 들면 말소리, 음악 등의 소리를 방해하기도 하

며 생활의 장애, 고통을 주는 소리, 불쾌한 소리 등을 말한다.

소음성난청
(Noise induced permanent threshold shift. NIPTS)

큰 소리를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 소음성 난청이 되기 쉬운데, 이것은 4㎑ 부근의 청

력이 먼저 손상된다.

수용율
최대사용전력과 설비용량과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쉴드(Shield)
케이블을 통해서 입력되는 외부잡음을 연결되는 기기에 입력하지 않고 바로 기기의 

전원을 통해 접지 하는 기능을 한다.

슬로프(Slope)
필터에 의해 레벨이 줄어들 때의 비율

시빌란스(Sivilance)
ㅊ, ㅋ, ㅅ 소리는 5㎑에서 10㎑대역에 강한 소리로 발음대역을 이퀄라이저에서 해

당주파수를 줄이거나 디에서(De-esser) 라는 기기를 사용

시그널 그라운드(Ground)
전자 신호에서의 0점(zero point) 기준점

스테레오소닉(Stereo sonic) Stereo Miking
-- 볼륨레인 방식(Blumlein) : 두개의 양지향성 마이크를 크로스 해놓은 것

-- X-Y두개의 단일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

--   M-S(middle - side) : 양지향성마이크의 출력을 두 채널로 연결하여 펜 포트의 

방향을 좌우로 향하게 한 후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다른 한 채널로 연결하고 그 

팬 포트들을 가운데로 향하게 한다.

STEREO PICKUP
SYSTEMS

MICROPHONE
TYPES

MICROPHONE POSITIONS

X·Y 2·CARDIOID
AXES OF MAXIMUM

RESPONSE AT 135。
SPACING: COINCIDENT

310R.

17cm

30cm

R

RL

R

CARDIOID
(M)

L=M+S
R=M-S

BIDIRECTIONAL
(S)

L

L

ORTF(FRENCH
SROADCASTING
ORGANIZATION)

2·CARDIOID

AXES OF MAXIMUM
RESPONSE AT 110。

SPACING: NEAR
COINCIDENT(7 IN.)

310R.

17cm

30cm

R

RL

R

CARDIOID
(M)

L=M+S
R=M-S

BIDIRECTIONAL
(S)

L

L

NOS(DUTCH
BROADCASTING
FOUNDATION)

2·CARDIOID

AXES OF MAXIMUM
RESPONSE AT 90。

SPACING: NEAR
COINCIDENT(12 IN.)

310R.

17cm

30cm

R

RL

R

CARDIOID
(M)

L=M+S
R=M-S

BIDIRECTIONAL
(S)

L

L

MS(MID SIDE)
1·CARDIOID

1·BIDIRECTIONAL

CARDIOID FORWARD
POINTED:

BIDIRECTIONAL
SIDE POINTED:

SPACING: CONCIDENT

310R.

17cm

30cm

R

RL

R

CARDIOID
(M)

L=M+S
R=M-S

BIDIRECTIONAL
(S)

L

L

SPACED
2·CARDIOID

OR
2·OMNIDIRECTIONAL

ANGLE AS DESIRED
SPACING: 3·10 FT.

310R.

17cm

30cm

R

RL

R

CARDIOID
(M)

L=M+S
R=M-S

BIDIRECTIONAL
(S)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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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직렬연결
스피커를 아래와 같이 접속하는 방식이며, 스피커가 low impedance 4, 8, 16Ω의 경

우, 스피커와 증폭기간의 배선의 길이가 짧은 경우, 또는 스피커의 수가 적은 경우에 

사용한다.

스피커의 직렬 연결(합성 임피던스 16Ω)

스피커의 병렬 연결(합성 임피던스 100Ω)

스피커 접속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스피커의 직병렬 연결(합성 임피던스 8Ω)

스피커 병렬연결
low impedance의 스피커(4, 8, 16Ω)와 high impedance의 스피커(트랜스 부착)의 

어느 경우에도 사용되는 방법이다.

PA 시스템에서는 트랜스가 부착된 스피커를 병렬접속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피커의 직렬 연결(합성 임피던스 16Ω)

스피커의 병렬 연결(합성 임피던스 100Ω)

스피커 접속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스피커의 직병렬 연결(합성 임피던스 8Ω)

스피커 직병렬 연결
low impedance의 스피커 접속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스피커의 직렬 연결(합성 임피던스 16Ω)

스피커의 병렬 연결(합성 임피던스 100Ω)

스피커 접속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스피커의 직병렬 연결(합성 임피던스 8Ω)

세대분전반
간선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차단기를 통하여 세대내 전등, 전열에 전기를 공급하고 차

단하는 시설을 설치한 함

양이 효과(Binaural effect)
소리를 들을 때 양쪽 귀로 듣는 것과 한쪽 귀로 듣는 효과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이것

은 두 귀로 각각 도달하는 음파의 도달 시간차이 때문으로 소리의 방향감과 입체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오옴의 법칙
도체간의 2점간을 흐르는 전류는 2점간의 전압에 비례하고 전기저항에 반비례한다.

전기저항 또는 전압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한다.

R = V/I[Ω], V = IR[V]

엠비언스(Ambience)
어떤 공간내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소리 공간성을 표현

위상(Phase) : (페이즈)
주기적인 변화의 시간적 위치관계로 파형의 시작지점을 나타낸다.

간섭과 소멸이라는 물리적인 작용을 일으키며 이 작용은 동일한 음원에 대한 둘 이상

의 소리 신호에 중요한 작용

양지향성(Bi-directional)
0°와 180° 두 방향으로 향한 하나의 양면 진동판 또는 두개의 단면 진동판을 사용하

여 양방향의 소리를 흡입할 수 있는 마이크

언쉴드(Un-shield)
라인 레벨이 아닌 앰프 출력레벨은 외부 잡음 레벨보다 훨씬 크다 . 따라서 앰프 출력

레벨의 전달에는 그다지 외부 잡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쉴드가 필요 없는 언쉴

드케이블의 사용이 가능하다.

인서트 포인트(Insert point)
사용채널 하나만의 이팩터 사용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이 인서트 포인트를 통해 콘솔

의 입력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출/입력(send/return) 기능이다.

저역근접효과(Low frequency proximith effect)
음원에 근접해서 수음하면 모든 마이크로폰은 이 특이한 현상이 생긴다.

이것은 저역의 특성이 그 음원과의 거리에 반비례해서 상승되어 가는 현상이다. 단일

지향성 마이크는 양 지향성 비해서 그 현상이 덜 하다.

저항(Resistor)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이것을 막으려 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하며 전기저항은 R로 표

시하며 단위는 오옴[Ω]을 사용한다.

전기회로
전류가 도체를 통하면 흐를 수 있는 전선과 전선에 연결된 차단기

전압(Voltage)
전기가 일을 하려면 전류가 흘러야 하며, 이 전기의 흐름 즉, 전류는 전위의 차가 없

으면 흐르지 못한다. 이 전위차를 전압이라고 하며 전위를 사용한다. V로 표기

전력(Electric Power)
단위시간에 하는 일의 양, 즉 일의 대소로 나타내는데 이를 전력이라고 하며 P로 표

시 하고 단위는 [W]를 사용한다.

P=VI

전력량
전류가 어느 시간 내에 한 일의 총량을 그 시간 내의 전력량이라 한다.

전류(Current)
도체의 단면을 단위시간에 통과하는 전하의 양인데 1초동안에 1쿨롬의 전기량이 흐를 

때의전류를 1 암페어라 한다. I로 표기

전열
전기기구를 접속할 수 있는 꽂음 접속기

접지(Earth Ground)
기기의 접지선을 실제의 땅(습기 있는 진흙)에 연결하는 것

직류(Direct Current)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전류

주파수 특성(Frequency Response)
음향기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그 기재의 전 가청주파수 대역에 대한 각각의 

반응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 그 기재의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는 말로써 기재의 입

력부에 사인파발생기를 연결하고 출력부에 레벨측정기를 연결한 후 사인파 발생기의 

주파수를 20㎐ 부터 20㎑까지 변화시키면서 그 기재의 출력레벨의 변환을 이용해서 

그 기재의 음색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한다.

초기 반사 음역(Early sound fiend)
리스너의 귀에 확산 잔향음이 도달하기 전에 얼마만의 1차 반사음이 도착하는 범위의 

음역을 말한다. 콘서트홀의 음색을 결정하는데 주로 초기 반사음의 패턴을 생각한다.

컴프레서(Compressor)
입력된 소리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는 기기로 한계점(threshold) 이상의 입력을 일정 

비율로 줄여 다이나믹 레인지를 줄이고, 다시 전체적인 레벨을 보상해 주는 기기이다.

클리핑(Clipping)
앰프의 레벨에 설계된 한계출력에 다다르면 발생하는데 대개 앰프의 앞면에 클립

(Clip)이라는 LED 표시 불빛으로 그 발생을 표시하는데 그이상인 레벨은 짤린, 한계 

출력 이하의 레벨만 출력된다는 것이다.

토크백(Talk Back)
컨트롤 룸과 녹음 부스안의 연주자와의 대화를 위한 것

팝핑(Poping)
발음가운데 ‘ㅍ’나 ‘ㅌ’ 같은 소리는 다른 발음들보다 입에서 나오는 음압이 세다. 이

것을 막기 위해서 윈드 스크린을 사용

피드백(하울링)
스피커 출력의 일부분이 다시 마이크로 입력되는 것. 마이크에 입력되는 소리의 레벨

과 스피커에서 마이크로 다시 입력되는 그 소리의 레벨이 같은 때부터 즉, 루프 값이 

마이크를 기준으로 “0”이 될 때부터 발생

핑크노이즈(Pink noise)
단위 주파수 대역에 포함시킨 성분의 세기가 주파수에 반비례 되는 성질을 가진 잡

음. 일반적으로 백색 잡음을 1옥타브 밴드폭, 또는 1/3옥타브 밴드 폭 등의 정 주파

수 비당 일정하므로 시험용 대역 잡음원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폰플러그(Phone plug)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 가운데 하나이며 55짹 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불린다.

풀 레인지형 스피커(Full range Speaker)
낮은 음역으로 부터 높은 음역까지를 가능한 고르게 재현시켜 주는 스피커

펜텀파워(Phantom power)
Condenser mic의 외부전원으로 9V~48V까지 사용. XLR케이블의 세개의 선가운데 

두선에 +전압을 서로 다른 위상으로 공급하여 전원이 필요한 마이크만 그 전압을 사

용하고 필요하지 않은 마이크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게 설계되었다.

프로텍터
스피커 보호 장치. 앰프에 내장

프리페이더 리슨(PFL: Pre-fader listening)

모니터 스피커로 각 채널의 개별소리를 듣고 싶을 때 페이더의 위치와 관계없이 페이

더 전단의 소리를 듣기 위한 스위치이다.

하울링
앰프로부터 나온 출력을 speaker를 통해 air로 진동시켜 주며 이 air의 진동은 극히 

짧은 시간에도 그 진폭과 음압이 수없이 바뀌면서 진행 , 전달 되어지는 과정에서 특

정 장애물에 부딪쳐 반사되어 되돌아 오기도 하며 이 공기의 진동음은 마이크로 되돌

아가 또 다시 증폭되어 앰프를 통해 speaker로 계속 전달 되어져 특정 주파수에서 공

진을 하게되어 [부-웅] [삐-이]하는 매우 큰 소리로 지속적으로 울리는 현상

험(Hum)
입력되는 기기와 연결된 콘솔과의 접지상태에 따라 그라운드 루프(Ground Loop)라

는 전원의 접지와 쉴드를 통해 기기들이 접지가 하나의원처럼 연결되어 생기는 잡음. 

우리 귀에는 조그마한 [웅~] 하는 소리로 스피커에서 들리게 된다. 전원은 정격주파

수라고 하여 이 교류 전압의 주파수를 지정하여 사용한다. 이 60㎐의 주파수가 특정 

상황에 의해 음향 시스템으로 유입이 되어 60㎐의 저음역대에서 잡음으로 나타난다.

화이트 노이즈(White noise)
백색 잡음(White noise) 이 파형 속에는 모든 주파수의 성분이 일정한 크기 들어가 있

다. 소리 자체는 아주 많은 사람의 박수 소리 같은 잡음이다. 백색 잡음은 특정한 분

야의 음향 측정에 사용한다. 입력신호 없이 앰프를 켜고 게인을 최대로 하면 스피커

에서 무엇인가 소리가 들린다. 이 잡음은 주파수마다 같은 에너지를 갖으며 주파수의 

옥타브(주파수를 두배하면 그것이 한 옥타브가 된다.) 에 비례해 그 잡음의 양이 변한

다. 쉽게 말해 같은 한 옥타브라도 20㎐에서 40㎐의 한 옥타브와 4000㎐에서 8000

㎐의 한 옥타브는 그 폭이 틀리다. 따라서 옥타브의 폭이 큰 고음일수록 더 많은 에

너지를 갖는다.

혼로드
저음용의 ion spicer를 짧은 혼의 뒤에 설치해서 혼의 개구의 면적을 콘의 개구의 면

적보다도 크게 하고 저음의 방사음을 크게 한 것이다.

헤드룸(Head room)
Peak level 과 Line level의 차이를 의미하며, 그 기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 

level 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용어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소리의 크기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가 20dB, 가정에서의 평균 생활소음은 약 40dB, 

일상 대화는 약 60dB,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약 85dB, 소리가 큰 록밴드의 

경우 약 110dB, 그리고 제트엔진의 소음은 150dB에 근접한다. 120~140dB 정도의 

소리는 사람이 듣기에 고통스러운 정도이며 80dB 이상의 소음을 오랜 기간 계속 들

으면 청각장애가 올 수도 있다.

AVR(Automatic Voltage Regulator)
자동전압조정기 노이즈 필터(Noise filter)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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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Shield
코어절연 위에 금속 화성지 또는 구리 테이프의 차폐를 한 선심을 원형으로 모아서 

연피 및 외장을 한 구조의 케이블

① 편조 실드

(Braided Shield)

② 스파이럴 실드

(Spiral Shield)

③ 알루미늄 랩 실드

(Aluminum Shield)

Coaxial speaker
우퍼와 트위터가 동일한 축상에 배열된 스피커를 일컫는다. 고음과 저음의 위상이 동

일할 뿐만 아니라 위치가 같기 때문에 시간차가 없음으로 재생음의 정위감이 좋다.

Column speaker
흔히 기둥 형태로 여러 개의 드라이버가 일렬로 배열된 스피커를 일컫는다. 여러 개

의 유니트가 한 방향으로 배치되어 어레이된 형태인 이 스피커는 커플링 효과에 의해 

먼거리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직방향으로는 지향성이 좁기 때문에 잔

향이 많은 공간에 적합하다.

dB(데시벨)
음의 세기에 대한 수량적 단위로 특정 측정치나 값을 로그화(logarithm)하여 보기 위

한 단위이다. 측정하려는 음의 세기(I)를 특정 표준음의 세기(Io)와의 비로 구한다. 

1dB의 차이는 강도의 비 100.1 즉, 1.26배이며 진폭이 배가 되면 6dB 증가한다

(60dB = 1dyn/cm2). 구하는 데시벨은 10log10(I/Io) 또는 20 log10(P/Po)(단, 압력은 

P)로 계산된다.

Power Rating
보통 4가지 형태의 파워가 스피커의 스펙에 나타난다. 이는 각자 다른 조건에서 측정

된다.

1) Continuous Power

Sin wave를 이용하여 드라이버 평균적인 파워 핸들링을 나타내며, 최악의 상황일 때

를 고려하여 측정된 값으로, 스피커가 견딜 수 있는 평균파워 용량을 나타낸다.

2) Program Power

단순한 Sin wave 가 아닌 음악과 비슷한 복잡한 시그널을 통하여 파워 핸들링을 측

정하는 방식으로 제조사마다 다른 시그널을 사용함으로 제품 비교용으로는 그리 적

합하지는 않다.

3) Peak Power

드라이버가 짧은 순간의 피크 파워를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치로서 보통 

continuous power에 4배 이다.

4) EIA Power

Clip 된 모양의 시그널을 사용하여 파워 핸들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코일의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overheating 에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하고, 테스트 시

그널의 피크는 평균적으로 테스트 하는 드라이버의 excursion의 4배(6dB)이다.

XLR 컨넥터
캐논(Cannon)사에서 개발하여 캐논플러그라고도 불리며 3개의 핀과 하나의 쉴드로 

구성되는 암(Female) 수(male)그리고 고정형 (chassis)의 암, 수가 있다. 일반적 3pin 

마이크 케이블이다.

● 시그널 케이블 연결도(Cable Connecting)

- Life

+ Life

- Life

+ Life

+ Life + Life

+ Life

+ Life

+ Life

Ground/Shield

Ground/Shield Ground/Shield

Ground/Shield

Ground/Shield

Ground/ShieldGround/Shield

+Life/Life Right

+Life/Life Right

+Life/Life Right

+Life/Life Right

+Life/Life Left

+Life/Life Left
1

2

1

2

1

2

+Life/Life Left

+Life/Life Left

Ground/Shield

Ground/Shield

Ground/Shield

Ground/Shield

DIGITAL 전송포맷

* 전송 포맷

-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전송은 소프트웨어 차원의 전송프로토콜(통신규약)에 따름

-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쌍방의 장치가 이 프로토콜을 인식할 수 없으면, 데이터의 전

송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 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보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함

-   따라서 디지털의 경우, 아무리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접속되어있더라도, 쌍방의 장

치가 이해할 수 있는 전송포맷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없음.

-   이러한 포맷 불일치가 발생했을 경우, 한쪽 장치의 전송포맷을 다른 장치가 이해할 

수 있는 전송포맷으로 변환하는 포맷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함.

*AES/EBU 포멧

-   AES/EBU는(음향공학협회/유럽방송연합)의 동명의 표준화 조직에 의해 개발된 전

송포맷이며, 방송분야와 프로 오디오의 분야에서는 전송 포맷의 표준이 되었음.

-   AES/EBU는 포맷에서는 최장 100m까지의 케이블 1개로 2채널의 오디오 데이터

(동시에 워드클락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전송케이블은 110Ω의 XLR 커넥터를 채

용한 발란스 케이블)

-   샘플링 레이트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2khz, 44.1khz, 48khz

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양자화 비트수는 최대 24비트까지 대응한다.

*S/PDIF 포맷

-   S/P DIF는 SONY와 PHILIPS가 개발한 포맷으로 Sony/Philips Digital Interface 

Format의 약자임.

-   AES/EBU와 비슷한 포맷이지만, 커넥터에 RCA핀, 언밸런스드 케이블을 채용하는 

등 일반소비자에게 적합한 친숙한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음.

-   커넥터에는 RCA핀 뿐만 아니라 광학식의 Toslink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   기기 카탈로그에 S/PDIF(코액셜)이라고 표시되어있는 경우는 RCA핀 접속이며, S/

PDIF(옵티컬)라 표시되어있는 경우에는 Toslink커넥터 접속임.

-   S/PDIF는 1개의 케이블로 2채널의 오디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의 길이는 최장 10미터 가량임

-   전송의 규격은 AES/EBU와 거의 같지만, 신호의 상태정보 등에는 차이가 있으며, 

S/PDIF에는 SCMS라는 카피 방지 시스템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SCMS란, DAT레코더 등의 디지털녹음장비 사이에서 디지털 카피를 할때에, 하나의 

오디오 데이터의 카피 횟수를 제한하는 기능을 가진다.

*호환성

-   아주 드물게 S/PDIF 케이블을 어댑터에 접속해서 AES/EBU의 케이블로 사용하는 경

우도 있으며 이와 같은 연결은 많은 경우에 호환성을 갖지만 100% 유효지는 않다.

-   프로토콜이 비슷하긴 하지만, S/PDIF와 AES/EBU의 데이터 프로토콜에는 나름대

로 차이가 있어, 완전한 호환성은 없음

*ADI(ADAT) 포맷

-   ADI란 정식으로는 Alesis Digital Interface의 약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ADAT 옵티

컬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으며 ALESIS가 자사의 레코더 사이의 멀티채널 데이터 

전송 포맷으로 개발한 것이다.

-   현재, 가장 많이 보급되어있는 멀티채널전송 포맷

-   ADI는 S/PDIF옵티컬에서도 사용되는 광학식 Toslink 케이블 하나로 8채널의 오디

오정보를 전송함

-   샘플링 레이트는 48㎑(ADAT레코더와 같은 레이트)이지만, 다른 레이트로 변경하

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44.1㎑라는 CD규격에 맞춘 샘플링 레이트가 채

용되는 경우가 많다.

-   최대 양자화 비트수는 24비트로, 워드 클럭 정보는 오디오 데이터와 함께 송신됨

*TDIF 포맷

-   TDIF(Tascam Digital Inter Face)는 ADI와 아주 비슷한 TASCAM의 전송포맷

-   TASCAM 사의 디지털 MTR용의 포맷으로 개발되어, 그 후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믹

서에서 채용됨

-   TDIF는 D-Sub25라는 케이블 1개를 통해 8트랙의 채널정보를 쌍방향으로 전송함

*Fire Wire(IEEE1394) 포멧

-   디지털 레코딩 관련기기 분야에 보급되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많이 적용됨

- 디지털 비디오 분야에 적용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대응하는 비디오 카메라와 전용보드를 구입하면 카메라와 컴퓨터 간에 동영상 데

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음

-   주로 Mac OS 기반의 컴퓨터에서 FireWire를 표준으로 적용한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FireWire가 원래 APPLE 사에 의해 개발된 포맷이기 때문임

-   케이블은 6개의 심선으로 구성되어, 4개가 데이터전송(2개 페어로 2쌍), 남은 2개

가 주변장치로 전원공급을 담당함

-   권장 최대 케이블 길이는 4.5미터 이하이지만, 그 이상 길이가 길어질 경우 

400Mbps의 전송레이트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함

*USB(Universal Sirial Bus)

INTEL이 기초부분을 개발하고, IBM, MICROSOFT, NEC 등에 의해 표준화된 오픈 포

맷으로, 개발에 관련된 메이커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는 PC용의 규격이었지

만, 현재에는 대부분의 컴퓨터 기기에 USB보드가 탑재되어 있음

-   USB의 특징은 데이터 전송속도가 용도에 따라 몇 종류로 나뉘어져 있음

-   인터럽트 전송 : 키보드나 마우스의 접속에 적용되며 최고 1.5Mbps의 속도가 가능

-   아이소크로너스 전송 :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과 같이 대량이면서 리얼 타임성이 

중요시되는 경우에 사용. 최고 12Mbps 까지 가능

-   벌크 전송 : 논 리얼 타임이라도 확실성이 높은 전송이 필요한 때(모뎀이나 프린

터와의 접속 등)에 사용. 최고 12Mbps 까지 가능 현재 USB2,3가 상용화되어 보다 

빠른 속도로 대응 중

*MADI는 Multi-Channel Audio Digital

Interface의 약자로서 1개의 MADI 포트를 통해 24bit/48kHz의 오디오를 64 채널까지 

전송이 가능하며, 24bit/96kHz로 32 채널 전송이 가능함

- BNC 타입의 코엑셜 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송이 가능하며,

- 일반적으로 100m 길이를 손실 없이 전송이 가능함

- MADI를 지원하는 콘솔과 곧바로 연결하여 멀티채널을 전송할 수 있음

OPTICAL MADI Cable BNC MADI Cable

*코브라넷(CobraNet)

-   코브라넷은 Peak Audio에 의해 디자인된 전송 시스템임. (현재는CirrusLogic의 커

머셜 프로덕트 라인)

-   100M Fast Ethernet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실시간, 비압축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하

고 시그널을 컨트롤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펌웨어, 동시 오퍼

레이션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사용함

-   코브라넷 시스템의 한 가지 장점은 일반적인 이더넷 전송 상에서도 데이터가 전송

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기존 이더넷 시스템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48KHz, 20bit 오디오를 64채널까지 한 방향으로 한 개의 100M 링크 상에서 보낼 

수 있어 한 개의 CAT5 케이블로 128개의 오디오 채널을 보낼 수 있다.

-   기가비트 이더넷 링크는 96KHz까지의 더 넓은 밴드폭을 수용할 수 있다.

-   오디오기기 제조사들은 코브라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러스 로직으로 부터 라인

센스를 받아야 한다.

*이더 사운드(Ethersound)

-   Ethersound는 코브라넷과 유사한 형태의 네트웍 기반의 디지털 전송 표준으로, 프

랑스의 DIGIGRAM 에서 개발하였지만, 이후 많은 수의 관련 제품 제작사들이 참여

하여 표준을 결정하고 있다.

-   48kHz/24bit PCM digital audio 64채널을 CAT5 cable을 이용해서 양방향(128채

널)으로 전송이 가능하며 AN cable을 이용하여 64채널 디지털 오디오를 원하는 곳 

어디든지 보내고 받는 것이 가능함

*AES 50

AES50은 디지털 오디오 엔지니어링을 위한 Audio Engineering Society에 의해서 만

들어지고 소유된 열린 규격. 

-   AES50의 전송 기술 SuperMAC은 AES50 표준 규격의 기준으로 규정된 독점권이 

있는 기술이다. 영국 옥스퍼드에 있는 Sony Pro-Audio Lab에서 개발한 기술로서, 

현재는 KLARK TEKNIK이 소유하고 있다. 

-   초당 100 Mbit가 넘고 CAT5/CAT5e의 케이블로 100m를 데이터 손실 없이 전달함.

*DANTE

Audinate의 Dante는 Layer3인 표준 IP(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를 통해 실행되는 

고성능 디지털 미디어 전송 시스템이다. 

-   1개의 이더넷 포트를 통해 최대 1024(512X512)채널 전송가능 하며, Maximum 

sampling rate는 192kHz, Maximum bit depth는 32bits 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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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nderbolt

선더볼트(ThunderBolt)는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연결하는 데 쓰이는 입출력 전송 규

격 중 하나로 인텔과 더불어 애플에서 협력하여 개발했다.

-   선더볼트 1과 2는 미니 디스플레이포트와 같은 커넥터를 사용하고, 선더볼트 3는 

USB Type-c와 같은 커넥터를 사용한다. 선더볼트는 2011년 2월 24일에 발표되

었으며, 애플의 맥북 프로에 처음 장착되었다.

-   선더볼트 1과 2는 단일 케이블로 각각 10Gbps와 20Gbps의 전송속도에 달하고, 

2015년에 출시된 선더볼트 3은 40Gbps를 달성하였다.

*DP

디스플레이포트(DisplayPort)는 VESA에 의해 제정된 디지털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표준이다. 이 인터페이스는 비디오 소스를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에 

전송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이 밖에도 오디오, USB 등의 다른 데이터 형식을 전

송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   디스플레이포트는 2미터 케이블에서 최대 8.64기가비트/초(Gbps)의 속도로 데이

터를 전송할 수 있다. 

*HDMI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영어: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HDMI)는 비

압축 방식의 디지털 비디오/오디오 인터페이스 규격의 하나이다. HDMI는 HDMI를 지

원하는 셋탑박스, DVD 재생기 등의 멀티미디어 소스에서 AV기기, 모니터, 디지털 텔

레비전 등의 장치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문자발생기(Character Generator) 
스포츠 코더, 시각 표시장치 등에서 사용하는 문자, 기호 등의 영상신호를 발생하는 

회로장치로 흔히 CG라 간단하게 부른다.

조도(照度, illuminance) 
빛의 밝기. 빛이 닿는 표면의 단위 면적당 광속(光束)의 양 

●   단위 lx(lux, 룩스) 

●  60W 백열전구가 30cm 떨어진 곳에서 비추는 밝기 약 500 lx 

●  쾌청할 때의 실외 100,000 lx 

●  비가 올 때 10,000~20,000 lx 

●   보름달이 비출 때 지표면 : 0.2 lx  

광속(光束, 빛의 양)의 단위 : lm(lumen, 루멘)  

광도(光度, 빛의 세기)의 단위 : cd(candela, 칸델라) 

컴포넌트 아날로그 비디오 
컬러 텔레비전 신호를 색 성분별로 분리해 처리하는 기법. 이 기법을 이용 하면 휘도 

혼입이나 색 혼입이 생기지 않는다. NTSC 텔레비전 수상기로 이 신호를 출력시키려

면 NTSC 인코더를 거쳐야 한다. 

콤포지트 비디오 신호
휘도신호 Y와 색신호 C를 각기 독립해서 처리하는 것이 컴포넌트 신호로 이것들을 

짜맞춰서 수평 동기신호나 수직 동기 신호, 거기에 컬러 버스트 신호 등을 복합한 신

호의 일을 콤포지트 비디오 신호라 한다. VBS(Video burst and sync signal)라고도 

한다. 

콤포지트 컬러 신호
NTSC, PAL, SECAM의 복합 컬러 씁상 신호를 디지털화 한 것 

화이트발란스(White balance) 
색을 정확하게 재현토록 하기 위하여 카메라의 색 균형을 미리 조정하는 것. 색 온도에 

따라 컬러 기준이 수시로 변하므로 그때그때 조정해야 한다. 카메라 렌즈를 흰 판에 

맞추어 게인(gain)을 조정한다고 해서 화이트 밸런 

화소(畵素, pixel) 
picture element 정지화상은 픽셀의 집합으로 표현된다. 

해상도 dpi(dot per inch) 
1인치 내에 몇 개의 픽셀이 있는지를 보면 화상의 품질을 알수있다. 

Anti-aliasing
곡선을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하여 가장자리를 흐릿하게 해서 부드러운 선 

A/V 라우팅 스위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신호를 입력받아 구비하고 있는 출력 중에서 하나 또 는 그 이상 

여러 개의 출력으로 선택해 스위칭(switching) 시켜주는 씁상/ 음성 교환 장치이다. 여

러 장비로부터 씁상신호를 각기 다른 곳으로 나눠 주고자 할 때 라우팅 스위처를 사

용한다. 또 더빙할 때 여러 대의 VTR로부터 다른 여러 대의 VTR로 분리해 더빙할 때

에도 라우팅스위처는 매우 편리한 기능을 수행한다. 라우팅 스위처는 다 수입력 다수

출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셀렉터와는 차별화되 는 장비. 셀렉터와 분배

기 기능을 결합, 다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만든 기기 이다. 또한 다수의 입력된 신호로

부터 화질을 최대한 보상해 출력하기 때 문에 여러 대의 VTR에 더빙해도 화질열화가 

적다. 입력과 출력을 잘 조합 하면 여러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이 분야

에서 통용되고 있는 4×4, 32×32, 32×64 등에서 숫자는 입/출력을 의미한다. 왼쪽

이 입력이 고 오른쪽은 출력을 나타낸다. 

IPTV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양방향 텔레비전 방

송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망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의 

융합형태에서 나타난 핵심 서비스라 할 수 있다. IPTV는 가정에서 STB(Set Top Box)

나 전용 모뎀을 사용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다. TV리모컨을 이용하여 인터넷은 물론 

영화 감상, VOD, 홈쇼핑, 홈뱅킹, 온라인 게임 및 MP3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SDTV HDTV 
선명도에 따라 디지털TV는 SD급 디지털 표준화질과 HD급 고선명화질로 나뉘게 되

는데 HD급은 1080i의 2배묀 주사를 사용하고 SD급은 480p의 순차주사방식(2중 사

방식이라고도 함)을 사용하며 HD급 화질은 기술적으 로 아날로그 화질 대비 약 5배

정도, SD급은 약 2배정도 높은 화질을 구현(HD급 : High Definition 고선명화질, SD급 : 

Standard Definition 표준화 질) 

ATSC 3.0
기존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송수신 정합 규격의 MPEG2-TS 대신 IP 기반 UHDTV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IP망간의 이종 서비스(Hybrid Service), 고정 및 이동 단말에

서의 방송 수신을 제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국내 UHD 표준이다.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표준음량(라우드니스·Loudness)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1월 디지털방송 표준 음량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TV

채널별로 들쭉날쭉한 음량 때문에 채널을 바꿀 때마다 볼륨을 조정해야 하는 불편

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 사례를 참조해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표준음량을 

-24LKFS(Loudness, K-weighted, relative to Full Scale)로 정했다. 

고보(gobo) 
E.R.S에 장착하여 사용되는 패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렌즈 조절에 의한 엘립소이달 

리플렉터 스팟라이트에 대한 일반적 표현으로서 타원 형태의 광원의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조명기에만 사용될 수 있다. 간혹 팔로 기하학적 반사판을 사용하는 것

이 프로파일 스팟이 스피어 반사판을 적용 우 스팟의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장치가 

있다. 하는 것과 차이점이다. 

딤(dim) 
조명기에 공급되는 전압을 낮게 함으로써 빛의 방출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디머(dimmer) 
조명기에 공급되는 전압을 자유롭게 조절하여 조명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 는 장치 

이다. 

D.M.X 512 
조명 장비의 조절을 위해서 사용되는 신호 규약을 말한다. DMX 512는 공연 무대 조

명을 위한 디지털 조명제어 프로토콜로 Digital Multiplex의 약자이고 512는 512개의 

주소를 가지는 장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의미 

기본 DMX 연결도

DMX512 커넥트

PIN 1 : Shield(Ground)

PIN 2 : DATA(-) 

PIN 3 : DATA(+)

PIN 4 : DATA(-) 예비

PIN 5 : DATA (+) 예비

DMX CONTROLLER
CONSOLE

DIMMER

DMX
CABLE

DMX
DECODER

LIGHT
FIXTURE

001

001

디퓨즈 필터(diffuse filter) 
반투명의 필터로, 빛의 성질을 부드럽고, 흩어지게 만든다. 

블랙아웃(blackout) 
무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조명기의 빛을 소멸시킨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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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요품목 홈페이지

가락전자 주식회사
앰프, 스피커,  

전관방송
http://www.karak.co.kr

기린정밀공업(주) LED 특수조명 http://www.lumisia.com

(주)대경바스컴 스피커, 앰프, 믹서 http://www.dkvascom.co.kr

동광전자(주) 전관방송, 음향, 영상 http://www.dket.co.kr

(주)디라직 앰프, 전관방송 http://www.dlogixs.com

(주)디엠라이트 LED 촬영조명 http://www.Lumos.co.kr

라온 테크놀로리지 무선인터컴 http://www.laon-tech.com

업체명 주요품목 홈페이지

(주)루먼텍 
비디오스위처,  

HD모듈레이터
http://www.lumantek.com

(주)바이콤
디지털앰프,

전관, DSP
http://www.ibicom.net

보은전자방송통신(주) 방송용 모니터 http://www.bon.co.kr

(주)비주얼리서치 
방송용  

문자발생기
http://www.vri.co.kr

삼형전자주식회사
방송보수공사,  

통신
http://www.samhyoung.co.kr

(주)서울텍 무선인터컴 http://www.seoultech.co

(주)소닉티어 3D 음향 솔루션 http://www.sonicti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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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요품목 홈페이지

소비코프로페셔널 

(구 인켈pa)
전관방송, 음향 http://www.inkelpa.com

(주)썬더테크놀로지 스피커, 앰프 http://www.thunderspeaker.com

(주)씨아이에스텍
방송자동송출  

시스템
http://www.cistech.co.kr

아카데미정보통신(주) 스피커, 앰프, 믹서 등 http://ace9000.com

(주)안세기술 통신, 전관방송 http://www.ansetech.co.kr

(주)에스티케이프로페셔널오디오
스피커, 앰프, 믹서,  

시그널 프로세서 등
http://stkpro.com

에이블테크 LED 영상 http://www.abletech-led.com

업체명 주요품목 홈페이지

에이스텔(주) 멀티디코더 http://www.acetel.co.kr

(주)에이티비스 신호발생기 등 http://atbiss.com

(주)에펠 
스피커, 앰프,  

에펠폰
http://www.aepel.co.kr

(주)엘앤비기술 
전관방송,  

디지털방송
http://www.lnbtech.kr

원케이트
네트워크, AV,  

전관방송
www.onecast.co.kr

유타스 통신제어시스템 http://www.utas.co.kr

(주)인터엠
스피커, 앰프,  

믹서
http://www.inter-m.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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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주요품목 홈페이지

(주)임산업 앰프, 스피커 등 http://www.leem.kr

(주)제노 글로벌
디지털  

통합 방송장비
http://www.ucctopxeno.com

제이디미디어 전관방송 http://www.jd-media.co.kr

(주)진명아이앤씨 스피커, 앰프, 믹서 http://www.jmav.com

(주)진명통신 송신기, 안테나 http://www.jmcom.co.kr

(주)컴픽스 
방송용  

문자발생기
http://www.compix.co.kr

(주)케빅 
스피커, 앰프, 믹서,  

전관방송 등
http://www.kevic.com

업체명 주요품목 홈페이지

(주)파스컴 앰프, 전관방송 http://www.ipascom.com

(주)포스티엄코리아 방송용 모니터 랙 http://www.postium.com

Ficusys (주)피커시스 오디오, 코덱 http://www.ficusys.com

한국에빅스 PT2 카메라 http://www.avics.co.kr/

한양전자산업(주)
무선 회의시스템,  

동시통역
http://www.haya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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